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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우시고 자에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 문 

쉐이크 살레 븐 압둘아지즈 븐 무함마드 알 쉐이크 
이슬람.이슬람기금.선교와 지도부 장관 

출판청 총감독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은 성서에서 이렇 

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빛과 성서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언자이며 하나님의 사도인 무함마드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 

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을 사람은 꾸란을 배우고 가르치는 분입니다)) 

두 성지의 수호자 파하드 이븐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께서 하나님의 책 
을 보호할 것과 꾸란 의미를 해설하여 전 세계의 다양한 언어로 번역 출판 

한 후 전세계 무슬림들에게 배포하라는 지침을 내리셨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 이슬람 • 이슬람기금 • 선교와 지도를 주관하는 부 

처는 꾸란의 의미를 전세계 주요 언어로 번역하여 비아랍인 무슬림들이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전파하는데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언자께 

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나를 대신하여 꾸란의 한마디라도 
전해야 합니다)) 

메디나 소재 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독자들에게 

최영길 박사가 번역한 한국어판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훌륭한 작업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 

한 사업으로 성공리에 마무리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 

다. 

모든 인간이 최선을 다하여 꾸란의 의미를 번역한다 해도 신비스러운 꾸 

란의 원본이 담고 있는 위대한 의미 모두를 전달한다는 것은 불기능한 일입 

니다. 번역 작품이 전달할 수 있는 것이란 고작 번역자가 하나님의 책을 이 
해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인류 모두가 달려들어 번역을 한다 하여도 

오류를 범하게 되고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번역서에서 발견되는 어떤 형태의 오류나 빠진 부분，첨가된 

부분이 있으면 메디나 소재 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에 알려주시기를 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드림니다. 지적한 부분은 다음 출간시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저희의 기도를 받아주소서. 당신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꾸 란 

1. 개 요 

꾸란 학습이나 연구 또는 독서를 시작하기 전에 꾸란은 다양한 일반 

서적들과는 전혀 다른 성서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유념해 두어야 한 

다. 일반 서적과는 달리 꾸란은 어떤 개념이나 사상，그리고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논평을 담고 있는 서적이 아니다. 그래서 꾸란에 처음 접근 

하는 이들에게는 바로 그 점이 낯설고 이상하며，개인의 생각과 철학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당황하고 좌절한다. 그와는 반대로 꾸란에는 이전 

에 인식하지 못한 그 어떤 무엇이 담겨져 있고, 그가 갖고 있는 개념이 

나 착상과 일치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다. 독자는 꾸란이 신 

앙의 원리를 다투고 도덕과 윤리를 제시하고 있으며，법을 제정하고 모 

든 인류를 이슬람으로 초대하면서 역사적 사건들을 교훈으로 창조주의 

존재를 거역하는 불신자들에게는 경고를，그리고 받아 들이는 신앙인들 

에게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아름답고 조화있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발 

견한다. 동일 주제가 서로 다른 방법으로 반복되고 아무 뚜렷한 이유없 

이 곧 다른 주제로 연결되고 있다. 화자와 피화자가，그리고 이야기의 

방향이 아무런 예고없이 전환되고 있다. 역사적 사건들이 제시되고 있 

으나, 역사서와는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철학이나 형이상학의 제 문제 

들도 주제를 다룬 교과서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인 

간과 우주에 관해서도 자연과학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언급 

되고 있다. 이와같이 꾸란은 문화, 정치，사회 그리고 경제문제를 해결하 

는 꾸란의 독자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법의 원리와 법의 규정도 사 



회학자, 변호사 및 법률학자들과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도덕과 윤리 

또한 제반 문학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갈지 않다. 

바로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경솔한 독자가 일반서적을 통하여 얻은 

지식이 이미 그의 머리속에 인식되어진 것과 모순되고 있다는 것을 알 

게 될 때 당황하고 좌절하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그 독자는 꾸란 

이 무질서 하고 주제의 연속성이 없으며，논리가 서지않는 방법으로 잡 

다한 주제들을 다투고 있는 한 서적에 불과하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이 

러한 결과에 따라 상대자들은 꾸란에 이상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일부 

현대인들은 그들의 이러한 의혹과 반대 의견을 정당화 하기위해 이상한 

고안들을 창출해내고 있다. 이상한 해석을 덧붙이거나 때로는 꾸란절 사 

이를 접속시켜 비논리적인 것들을 조작해내고，때로는 꾸란이 of무런 질 

서나 조화가 없는 잠다한 주제들을 다투고 있는 것처럼 유도한다. 

이러한 일은 독자가 꾸란이 하나의 유일한 성서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아니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다른 서적들과 달리 꾸란은 다루 

어야 할 주제，그리고 성취하려 의도한 목적을 이론화 하지 않고 있다. 

문제와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 꾸란의 방법이 일반적으로 읽혀지고 있는 

서적들과는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어떤 책의 문체나 서술 방법을 따르 

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하여 둘 것은 꾸란이 종교에 관한 

한권의 일반 서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이 한 독자가 일 

반 서적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꾸란에 접근할 때 꾸란의 문체나 제시방 

법에 당황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독자는 여러 곳에서 배경설명이 언급 

되지 않고，꾸란의 특정 구절이 계시된 상황과 환경이 진술되어 있지 않 

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러한 것들의 이유 때문에 일반 독자는 꾸란속에 

내재되어 있는 가장 값진 보물을 충분히 발견해 내지 못한다. 이러한 독 

자들은 꾸란의 특수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꾸란의 이곳 저곳에 홑 

어져 있는 잠다한 주제들만을 발견하고서 꾸란의 내용이 어렵다고 한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는 그 뜻과 내용이 명백한 것 마저도 전혀 다른 엉뚱 

한 의미로 보일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의혹과 의심, 그리고 어려움으로부터 독자가 구제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의 손에 있는 그 책이 원어로 존재하는 유일한 성서 

라는 것과, 그러므로 그 책의 문체가 일반 서적들과는 다를 수 밖에는 

없고, 그것의 주제가 독특하여 일반서적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서는 꾸 

란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에 가서야 비로서 꾸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꾸란을 일반 서적 

으로 간주하는 선입관으로부터 해방되고，본서의 독특한 문체와 주제에 

익숙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독자는 꾸란을 쉼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이다. 

꾸란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꾸란의 성질, 핵심，목적, 그리고 주 

제를 아는 것이 필수적 조건이다. 마찬가지로 문체，사용되고 있는 용어 

및 사물을 설명하는 방법 등에도 익숙해져야 한다. 또한 어떤 계시가 있 

게 된 배경과 환경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2. 하나님의 지침서 

독자는 우선적으로 꾸란의 본질을 이해하여야 한다. 비록 그것이 하 

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성서로 간주되든 아니든 간에 독자는 먼저 꾸란이 

무함마드를 통하여 제시된 신성한 지침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의 운행과 질서를 주관하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 

조한 후 그에게 능력을 부여하여 배우고 말하며 이해하는 지혜를 부여 

하였는가 하면 부정으로부터 진리를，악으로부터 선을 분별하는 식별력 

도 주었다. 더불어 신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사상의 자유를 비롯하여 

사물에서 지식을 얻고 활용하는 권능까지 주었다. 간략하여 묘사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종의 자율을 주었고，지상을 다스리는 신의 대리 

권을 주면서 하나님의 지침서에 따라 삶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인간을 지상의 대리자로 임명하였을 때 인간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를 유지해야 할 것인가를 인간에게 경고하였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 

요 주권자라, 또한 우주를 관리하는 주관자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만을 



경배하되 그밖의 것은 절대 아니 되니라, 너희는 내 왕국안에서 결코 독 

립할 수 없으며，사람이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니라. 너희를 시험하기 위 

해 일정기간 능력을 부여받은 예언자들을 지상에 보냈으니，그 이후에 

는 너희 모두가 내게로 귀의할 것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지상에서 행한 

행위의 결과를 내가 심판하고，너희가 시험에 합격하였는지 아니면 실 

패하였는지를 결정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의 올바른 여정은 스스로 

나를 주권자로서 받아들이고，나만을 홀로 경배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 

낸 지침서에 따라 행동하면서 지상에서 사는 그 기간은 시험 기간에 불 

과하다는 것을 믿고 이해하는 것이라. 현세 삶의 진정한 목적은 최후의 

심판에서 성공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침서를 준수하고 따르 

라 다른 과정은 그릇된 것이라. 너희가 전자의 여정을 선택한다면 너희 

가 현세에서 평안하고 화평하게 살 것이요 내세에 가서는 영원한 축복 

과 기쁨을 만끽할 것이나，후자를 선택한다면 현세에서도 나의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며 내세에 가서는 영원한 슬픔과 고통의 지옥으로 들어 

갈 것이라.” 

이러한 경고와 함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최초의 인간으로 지상에 

보내면서 후손들이 지상에서 지켜야 할 지침서를 보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인간은 밝은 광명속에서 살 수 있는 법을 부여 받았다. 이 광명과 

그 법이 바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 분에게만 순종하는 이슬람이다. 

현세를 떠나기 전에 스스로가 그 법을 실천하고 동시에 후손들을 가르 

쳐 하나님의 종 무슬림으로서 삶을 영위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인간들은 이슬람의 길에서 이탈하여 서로 다르고 

왜곡된 길을 걷게 되었다. 태만과 무관심으로 그 복음을 상실하였을 뿐 

만 아니라，그 복음서에다 인간의 생각을 더하였거나，그 복음의 내용을 

변절시켰거나，때로는 그 복음의 일부를 삭제하여 버렸다. 거기에다 하 

나님의 권능과 속성을 다른 것들에 비유하여 여러 가지 형태와 다양한 

종류의 미신을 혼합한 종교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음과 진리 및 정의 그리고 윤리의 본질들을 버렸거나, 아니면 그것들 

을 생활규범으로 만들어 그들의 편견과 욕망에 따라 합리화 함으로써 



자신들을 기만하고 세상을 혼돈과 죄악으로 가득 채웠다. 

이러한 상황은 실로 슬픈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패한 저들로 하 

여금 올바른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하 

나님께서 저들에게 부여한 한정된 행위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다. 또 

한 하나님은 그분을 거역한 죄인에 대해 즉시 심판을 아니 하신즉, 이는 

현세의 삶을 시험의 기간으로 두셨기 때문이다. 인간이 지상에서 삶을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전파는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수락하여 준수하는 것과 거역하는 것은 인간에게 위임되어 있다. 하나 

님은 인간을 위한 복음을 준비하신 후 사람 중에서 선지자들을 선택하 

신 후 진리와 삶의 올바른 방법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그들에게 부여하 

셨다. 그들로 하여금 방황하는 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 

해서였다, 선지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분으로부터 수여 받 

은 그 지침서에 따라 행동하였다. 서로 다른 국가와 서로 다른 민족 가 

운데서 수천년 동안 수천명이 선택되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유일 

성과 내세관에 근본을 둔 종교를 갖고 있었다. 그들 모두는 지상에서 처 

음으로 삶을 시작한 최초의 인간에게 가르쳤던 동일한 삶의 방식을 가 

르쳤다. 그들 모두는 최초의 인간을 위해 제정한 도덕과 윤리의 근본 그 

리고 문화를 설명하여 하나님의 지침서를 준수하였다. 그들 모두는 유 

일신 교인들로서 하나이며，동일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그 임무는 모 

든 인간을 동일한 복음으로 초대하여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만드는 
일이다. 이들의 초청을 수락한 모든 인간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신의 

지침서를 준수하고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최선을 다하며，부정한 

일에 대항하여 최선을 다해 대처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선지자들은 주어진 기간 동안 그들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그 

터나 다수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초청을 수락하려 아니했을 뿐만 아니 

라，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이 되었던 교파들마저도 점차 부패하여 갔으 

니 유감스러운 일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들 공동체 가운데 일부는 그 지 

침서 전체를 잃어버렸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변조하였거나 인간의 사상 

을 혼합하고 때로는 그 계명의 일부를 삭제하여 버렸다. 



이로 말미암아 창조주는 무함마드를 마지막 선지자로 선택하여 모든 

선지자들에게 부여하였던 임무들을 그로 하여금 완성케하려 하신 것이 

다. 그는 모든 인간을 초청하고 올바른 길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계율을 수락한 모든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구성하여 

율법에 따라 공동체의 삶을 인도해야 할 임무를 받았다.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그 꾸란이 바로 복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성서이다. 

3. 핵심 주제 

위에서 꾸란의 본질을 이해하였다면 그것의 핵심，목적과 대상을 쉽 

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다투고 있는 주제의 대상은 인간이다. 인간의 삶을 통하여 진 

정한 성공과 완전한 패배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꾸란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 주제는 사실제시오, 올바른 길로 초대 

하는 것이다. 사실이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상의 대리자로 임명할 때, 

그분께서 아담에게 계시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담 이 

후 모든 선지자들에게 계시했던 것과도 갈은 것이요，모든 선지자들이 

가르친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꾸란은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 사실에 모 

순되는 이론들은 인간들이 창안한 것들이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그분 

과 인간，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해 인간이 고안한 이론들은 모두 

가 그릇된 것이요，그릇된 그 이론들에 기초를 둔 삶의 방법들 또한 잘 

못된 것이므로 파멸을 초래한다는 경고도 꾸란의 가르침이다. 

계시의 목적과 대상은 인간을 올바론 길로 초대하여 태만，부주의 또 

는 유혹에 의해 잃어 버렸던 복음을 다시 찾아 주는 일이다. 

독자가 이러한 기본원칙을 마음속에 염두하여 둔다면 꾸란의 문체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거나 주제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공백이 있다 

거나 여러 다른 주제들 사이에 상호연관 관계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발 

견하지 못할 것이다. 

꾸란의 목적은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자연과학이나 철학, 



按■■■■從지菌 

역사나 예술 및 그밖의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꾸란은 후 

자의 주제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꾸란이 관심을 갖고 있 

는 것은 사실을 설명하여 그것에 관해 오해와 잘못된 선입관을 제거하 

고 마음속에 진리를 심어주며, 그릇된 행위로 인하여 당면하게 될 결과 

가 어떤 것인가를 경고하면서 동시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것이다. 

4. 배 경 

꾸란에 제시된 여러 주제들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주제에 

관해 계시된 배경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계시가 된 이유와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꾸란에 제시된 주제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특정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사회적 배경이나 선조들과의 

관계 등을 알아야 할 때도 있다. 왜냐하면 꾸란은 동일 장소와 동일 시 

대만을 위한 하나의 교과서로 계시된 것이 아니라，하나님께서 무함마 

드에게 최초로 임무를 부여할 때 기록된 한권의 성서를 넘겨주고 그것 

을 발행하여 삶의 특별한 방법에 따라 인류를 초청하도록 했던 것이 아 

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꾸란은 논리적으로 어떤 주제를 창출하여 가 

는 일반 문학작품의 문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꾸란은 하나님의 독특한 

문체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시간，장소 그리 

고 서로 다른 단계에서 필요로 한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양식으로 

서 꾸란을 계시하였다. 

5. 양적 분류 

신앙생활은 물론 신학연구 및 이슬람법에 관계되는 제반 규범을 이해 

하는 지름길은 꾸란을 다독하고 정독하는 것이다. 특히 무슬림이 꾸란 

을 음미하고 낭송하는 것은 하나의 신성한 의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 

서 남녀노소 모두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꾸란을 낭송하고 

음미한다. 꾸란 전체를 일정한 배분된 시간에 따라 편리하게 그리고 좀 

더 규칙적으로 완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꾸란 전체는 30장 또는 7장 



으로 균등 분할되어 있다. 30장으로 분할되었을 경우, 삼십분의 일(옮) 

에 해당되는 부분을 아랍아로 주즈으(al Juzu5), 페르시아어 및 우르드 

어로는 시파라(Sipara) 또는 단순히 파라(Para) 라고 부론다. 그래서 매 

일 古에 해당하는 분량을 읽는다면 30일, 즉 한달 동안에 꾸란 전체를 

완독하게 된다. 꾸란 전체를 7장으로 나눌 경우 칠분의 일(|)에 해당되 

는 부분을 만질(al Manjil)이라 부론다. 그래서 하루에 +에 해당하는 분 

량을 읽을 경우 꾸란 전체를 7일，즉 일주일만에 완독할 수 있게 된다. 

사분의 일Q)，이분의 일나) 및 사분의 삼(f)에 해당하는 분량은 아랍어 

발음에 따라 각각 루브으(Rubu‘)，니스프(Nisf)，쌀라싸(Salasa)로 표시하 
였다. 꾸란 아랍어 원문옆에 루브으，니스프 및 쌀라싸로 표시되어 있다. 

제목에 따라 분류할 경우에는 114장이 된다. 분량은 균등하지 않다. 

각 장(Sura)마다 한글과 아랍어로 각 장(Sura)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다. 

명칭 바로 다음에 아랍어로 표기된 숫자는 일반적으로 무슬림 학자들에 

의해 수락된 연대적 순서를 의미한다. 각 장은 절(Ayat)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예로서 파티하라는 체목으로 되어 있는 쑤라툴 파티하, 한글 

로는 제1장으로 표시하였다. 

6.편 집 

꾸란을 계시한 하나님은 그 말씀이 변질되지 아니하고，계시된 그대 

로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하였다. 무함마드를 통하여 꾸란 귀절들이 

계시되면서 종려나무 잎사귀，나무껍질，뼈 등에 바로 옮겨졌으며，꾸란 

구절이 기록된 모든 조각들은 정돈이 되어갔다. 그 밖에도 일부 무함마 

드의 교우들은 자신들이 간직하기 위해 베껴가기도 했다. 동시에 무슬 

림들은 이슬람 초기부터 의무화 되었던 예배를 근행하기 위해서 꾸란 

구절을 암송해야 했다. 

선지자 무함마드 생시에 꾸란 전체를 암기하였던 많은 교우들이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그것이 한권의 책의 형태로서 편집되지는 못했었다. 

그러나 무함마드가 사망한 후 편집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한 사 



건이 발생한 것이다. 폭동갈은 격렬한 배교전쟁이 일어났는데，이 사건 

을 진압하기 위해 참전하였던 많은 교우들，그 가운데서도 꾸란 전체를 

암송한 많은 교우들이 피살되고 말았다. 바로 이때 제 2대 칼리프 우마 

르(Umar)는 꾸란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변질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서 꾸란을 암송한 하피즈(Hafiz)들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않된다 

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꾸란 전체를 정통성 있는 한권의 

책 형태로 편집해야 할 필요성을 촉구하였다. 초기에 그러한 작업을 보 

류하려는 듯 보였던 제 1대 칼리프 아부 바크르(Abu Bakr)에게 이러한 

조치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강조하였던 것이다. 0>부 바크르가 편집 작 

업을 보류하려 했던 인상을 보인 것은 선지자 무함마드가 하지 아니한 

것을 행한다는 것이 신앙적 측면에서 무거운 짐이 되지 아니 할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몇 차례의 자문과 토의를 거 

친 후 그는 꾸란 편집 작업에 동의하고 처음에는 이 일에 관해 그의 입 

장과 비슷했던 제이드 빈 싸비트(Zaid bin Thabit)에게 이 임무를 위임 

하였다. 이렇게 하여 꾸란 편집의 역사적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제이드는 이 편집 작업에 능력을 갖춘 가장 훌륭한 적격자였다. 그는 

선지자 무함마드 생존시 서기로서 일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무함마드 

의 제자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완성된 꾸란 전체를 무함마드가 가브리 

엘(Gabriel) 천사 앞에서 암송할 때 그가 지켜보고 있었다. 편집 과정에 

서 우선 선지자 무함마드가 남긴 기록된 모든 조각들과 무함마드의 교 

우들이 소유하고 있던 자료들이 모두 수집되었다. 정통성 있는 하디스 

(Hadith)에 따르면 꾸란 구절을 복사하여 소유하고 있던 교우들로는 제 

3대 칼리프 우스만(Uthman), 제 4대 칼리프 알리(AU) 및 압둘라 빈 마 

쓰우드(Abdullah bin Masud), 압둘라 빈 아므르 빈 아쓰(AbduUah bin 

Amr bin As), 후자이파(Huzaifah)의 노예에서 해방된 쌀림(SaUm)，무 

아즈 빈 자발 제이드 빈 싸비트(Muaz bin Jabal Zaid bin Thabit), 우바 

이 빈 카압(Ubyy bin Kaab), 아부 제이드 까이쓰 싸큰(Abu Zaid Qais 

As Sakn)들이 언급되고 있다. 전체를 암기했거나 일부분만 암기했던 이 

들 교우(Sahaba)들의 협력으로 기록된 모든 조각에 기록된 꾸란을 암송 



가의 암기와 대조하면서 검증을 하였다. 이러한 검증과 편집과정의 일 

부는 진본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선지자 무함마드가 소장하여 왔던 

여러 도구에 기록된 꾸란，교우들이 복사하여 소장한 것 그리고 꾸란 전 

체를 암기한 하피즈들의 암송 등 이 3가지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기 

록하지 아니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정확하고 정통성 있는 완본이 나 

오게 된 것이다. 이 완본을 우마르의 딸이자 선지자 무함마드의 부인이 

었던 하프사(Hafsah)집에 소장하여 두고 복사를 원하거나，이미 소장하 

고 있는 것과 비교하기 위해 복사를 원하는 이들은 누구나가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장(Sura)의 배열에 관해 제이드는 선지자 무함마드의 선례를 그대 

로 따랐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을 도입해서도 안되지만 그럴 수도 없었 

기 때문이다. 그가 of부 바크르에게서 꾸란 편집 임무를 위임 받았을 때 

주저하였던 것도 선지자 생존시에 없었던 일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제이드는 모든 일에 있어 선지자의 모범을 그대로 답습했던 것 

이다. 그래서 꾸란 각 장의 배열이 선지자 사후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 

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선지자가 단식월 라마단(R_dan) 기간에 가 

브리엘 천사 앞에서 두번이나 꾸란 전체를 암송한 순서를 그대로 따랐 

다. 이미 정통성 있는 하디스(Hadi出)를 인용한 바와 같이 제이드는 선 

지자의 마지막 두 차례 암송 가운데 두 번째 암송시에 자리를 같이하고 

있었으므로 꾸란의 각 장의 순서 배열을 알고 있었기에 다른 방법을 적 

용할 필요성이 더 더욱 없었던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꾸란 전체를 암 

기했던 예언자의 동료들도 역시 그 순서의 배열을 따를 수밖에 없었으 

니 선지자가 가르치고, 그리고 행하였던 바로 그 순서의 배열을 답습하 

는 길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이 맘 말리크(Imam Malik) 법학자에 따르면 꾸란은 예언자의 동료들 

이 선지자로부터 들었던 순서에 따라 편집되었다. 

7. 아랍어 방언과의 관계 



아랍어가 아랍 세계의 공통 언어이기는 하지만, 아직 지역간 그리고 

부족 간에 약간의 방언이 있다， 
꾸란은 사우디 아라비아 메카 꾸레이쉬 부족이 사용하고 있었던 아랍 

어로 계시 되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암송의 편의를 위해 서로 다른 여러 

지역 부족 또는 지역 방안으로도 꾸란을 암송할 수 있도륵 허용이 되었 

다. 한편 꾸란의 의미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도 야기되지 아니했다. 그러 

나 이슬람이 아라비아 국경을 넘어서 전파되고 아랍인들이 비아랍 무슬 

림들과 빈번한 접촉을 갖게 되면서 아랍어가 새로운 환경요소들에 의해 

점차적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그때 꾸란이 부족이나 지역간의 방 

언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로 손실되거나 첨가 및 변질되어 각 부족과 각 

지역의 무슬림들에게 분쟁을 야기시키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각 부족 또는 각 지역의 무슬림들이 그들이 사용하는 방 

언 아랍어로 꾸란을 조작할 가능성，거기에다 꾸란의 순수 아랍어가 비 

아랍인들과 접촉한 아랍인들에 의해 변질될 위험성도 생각하게 된 것이 

다. 그래서 제 3대 칼리프 우스만(Uthman)은 선지자의 교우들인 사하바 

들과 협의하여 제 1대 칼리프 부 바크르 지시에 따라 편집된 정통 꾸 

란 원본만을 사용하고，그밖에 방언으로 된 꾸란 사본들의 사용금지 명 

령을 내렸다. 하나의 예비조치로 장래에 어떤 혼동이나 오해를 야기시 

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원본을 제외한 그 밖의 모은 방언으로 된 꾸 

란 사본들을 소각시켜 버렸다. 이에 대한 실례로서 일부 사하바들은 그 

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꾸란 사본 공백에다 해석 등을 기록하여 둔 것이 

있었는데, 이러한 주해석이 꾸란 원본과 혼합될 가능성까지도 배제했던 

것이다. 그 당시까지는 변질되거나 혼합될 가능성은 없었지만，꾸란은 

진본 그대로 안전하게 보존되어져야 된다는 신중한 의견에 따라 그러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읽혀지고 있는 모든 꾸란은 아부 바크르 지시에 

따라 편집된 꾸란의 진본이 복사되어 우스만이 각 지역으로 보낸 바로 

그것들이다, 오늘날 전 세계 일부 대도서관에서 가장 오래된 꾸란 사본 

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것들이 완전히 진본과 다르지 아니하고 완전히 



보존되어 왔다는 사실에 의심을 가진 독자가 있다면，그는 발견된 가장 

오래된 꾸란과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꾸란들을 비교하여 보면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의 알제리아 서점에서 구입한 꾸란과 아세 

아 극동에 위치한 한국 서점에서 구입한 꾸란과 가장 오래된 꾸란을 서 

로 비교하여 보아도 그것들은 우스만 시절에 만들어진 꾸란 사본들과 

일치하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그래도 의심이 있다면 이 세상 

어느 곳에서 구입한 꾸란을 가지고 꾸란을 암송한 하피즈(Hafiz)가 암송 

하는 꾸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하여 보아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오늘날 읽혀지고 있는 꾸란은 최초에 선지자 무함마드를 통하 

여 세상에 전해진 바로 그것이다. 꾸란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었는가 

에 대해 일혹의 의심을 가질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오늘날의 꾸란이 

무함마드를 통하여 계시되었던 그 당시의 꾸란과 일점일획도 차이가 없 

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거나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이슬람학 박사 

최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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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에서 계시된 7절로 자주 낭송되는 꾸란의 진수다. 몇번이고 반 
복해서 읽을 7절이라고 꾸란(15:87)은 언급하고 있다. 무슬림이 하루 
다섯 차례의 예배를 통해서 최소한 17회 이상 암송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본장을 암송하지 않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이바다 이 
븐 사미트」는 전하고 있다. 

본 장은 이슬람의 기본원리를 비롯하여，우주만물의 운행질서를 주 
관하는 주체자에 대한 인간의 태도，내세관, 경배오ᅡ 구원의 대상자， 
인류가 걸어야 할 바른 길，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수여자이신 하나님 
의 속성, 신의 노여움을 받았던 민족과 방황했던 민족에 대한 역사적 
사건 등을 언급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알파티하」외에도 책중의 책(Ummul Kitab), 찬양(al 

Hamdu), 질병의 치료(al Shifa(a), 무궁무진한 지식의 창고(al Kanj) 등 
12가지 이름을 갖고 있다. 

모든 예배는 본 장이 제일 먼저 암송됨으로써 시작되고 예배의 효 
력이 발생한다. 즉 본 장이 암송됨으로써 신앙의 문이 열린다는 의미 
에서 개경장任경tiha, or the Opening Chapter)이라 불리워지게 된 것으 
로 본다. 본 장이 서두에 있으나 그것은 계시된 순서가 아니라 편집상 
의 순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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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1.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 
나님2 * 4 5>의 이름으로3》 

2. 온 우주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찬미1>를 드리나이다 

3. 그분은 자애로우시고 자비로 
우시며 

4. 심판의 날1ᅮ을 주관하시도다 

5. 우리는 당신만을 경배하오며 
당신에게만 구원을 비노니1> 

6. 저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 
여 주시옵소서 

뼤 
:a죽~ ，:하분출:향 :-77프- -- =T_. *„ __ . -.- .-•>三:"기，.::士 

끈스安홧 i(i?巧M»i; 

® 故起a 以 

〈MR교魂: 

©^3i£J^)M 

1- D 같은 어원에서 유래된 창조주에게만 있을 수 있는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말하며 沈개 창조 
주의 은총 가운데 2개의 은혜로 해석되고 있다. 

2) 지상에는 수많은 언어가 있다. 이 모든 언어에는 창조주를 호칭하는 이름이 있다. 그 창조주 
의 이름을 미국사람은 ‘가드(God)’라 하고，페르시아인들은 ‘쿠다(Khuda)’, 인도인들은 ‘데바 
(Deva)’，아랍인들은 ‘알라(Allah》’, 라틴어로는 ‘데우스(Deus)’，독일어로는 ‘고트(Gott)’，한국 
말로는 ‘하나님’이라 한다. 

3) 창조주가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말씀을 계시할 때 예언자로 하여금 말씀을 계시 받는 방법이 
며 또한 무슬림이 꾸란을 읽는 방법의 예절이기도 하다. 
이 절은 아랍어 ‘비쓰밀라 히르 라흐마니 르라힘’의 약자는 ‘비쓰밀라’로 다음 사항에서는 이 

‘비쓰밀라’를 암송하는 것이 무슬림의 예의로 되어 있다. 

첫째 ; 말이나 웅변，일을 시작하고 글을 쓰기 시작할 때 
둘째 ; 우두(예배하기전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하기 위해 몸을 씻는 것)를 할 때 
셋째 ; 짐승을 도살할 때 
넷째 ; 음식을 먹기 시작할 때 
다섯째 : 부부 생활에 들어갈 때 

2- 1) ‘슈크르’가 인간의 어떤 물질적이며 제한된 은혜에 대한 ‘상대적 감사’의 표현이라 한다면, 

‘함두’는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절대적 ‘감사’를 의미한다. 

4- 1) 인간의 현세 업적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심판의 날 

5- 1) 우리가 경배함에 당신만을 경배하고^ 우리가 구원할 때 당신께만 구원을 하며 당신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경배하지 아니하며 구원하지 않으므로써 온전한 사랑과，온전한 예의와 경 
의를 창조주 당신께로 돌리며,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당신의 전능으로부터 구원하겠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밖에 없으므로 피조물 

인 인간은 하나님께만 경배와 구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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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길은 당신께서 축복을 내 
리신 길이며 노여움을 받은 자1ᅭ나 
방황하는 자들이2ᅭ 걷지않는 가장 
올바른 길이옵니다 

句 

7-1) “노여움올 받은 자들”이란 ‘유대인’을 가르킨다. 모세를 통하여 구약이 계시되었을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말씀올 따르고 순종하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둥 말 
씀올 조작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 노여워 하셨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으 
로부터 노여움을 받은 자들로 풀이되고 있다. 

2) ᅳ나스라니운” 즉 기독교인들의 모체로，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자 다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신약을 계시하여 인류로 하여금 말씀을 따르도 
록 하였다.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모든 백성이 말씀대로 행하다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말 
씀에 순종치 않고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첨가하는 둥 하나님의 본래 말씀올 변질시켜가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방황케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방황하는 자들”로 풀이되고 있다. 



제 2장 바까라 

메디나에서 계시된 效6절로 전체 114장 중 가장 긴 장이다. 서두에 
I 서는 온전한 신앙인(Mu’mh), 불신자{Kafir), 위선자{Munafiq)에 관하여 

언급한 후 진실한 신앙이 무엇이며 불신자^ 위선자 그리고 행복한 인 
간이 누구인가를 묘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인류의 선조인 아담이 지상의 대리자<칼리파)로서의 

이야기를， 

그 다음은 성서의 백성들(Ahl al Kitab), 특히 이스라엘의 자손 유대 
인들과 메디나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들과의 관계，그들 사이에서 
빚어지는 음모，죄악등 일련의 사건들이「바까라」장의 삼분의 일 이 
상에서 언급되다가,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밖의 이슬람법(Shaifa)이 소개되고 있다. 

그 당시는 무슬림들이 이슬람 국가 건국 초기에 있었기 때문에 국 
1: 가를 구성하는 법 내지는 규범이 필요했기 때문이[斗 

그밖에도 단식(Siy효m)，성지순례(Hajj), 성전(Tlh효d)，결혼과 이혼 그 
리고 자녀양육 및 이혼한 여성이 재혼하고자 할 경우 기다려야 할 법 

장 기간，신앙이 없는 무신론자와의 결혼금지, 여성의 생리시 부부 생 
활의 관계 등에 관한 가족법에 관하여 언급하고，사회 질서를 교란시 
키는 고리대금의 죄악에 관하여 묘사한 후，마지막으로 신앙인들의 
회개와 기원에 관한 묘사로 본장이 끝나고 있다. 



바까라는 ‘암소’라는 자구적 의미를 갖고 있다. 암소의 장이라 불리 
워지게 된 동기는 모세 시대에 있었던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어느 날 이스라엘 자손들 중 한 사람이 살해되었으나 살인자를 알 수 
가 없어 이 문제를 모세에게 고하여 살인자를 알아내기로 하였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암소 한 마리를 
도살하여 도살된 시체의 일부분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때리면 하나 
님의 뜻에 따라 그 시체가 살아나 그들에게 살인자를 말할 것이라 하 

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에 따라 죽은 후 다시 살아날 수 있 
는 예증인 것이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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視，能»神■■，秘^^雜행»»通^■生^^혈 

받아 영화를 누릴 사람들이라 

6. 믿음을 부정1>하는 사람들은 
그대가 그들에게 경고하던 또는 
경고하지 아니하던 믿으려 하지 
아니하매2> 

7.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 
리사 그들의 마음을 봉하고 그들 
의 귀를 봉하고” 그들의 눈을 봉 
하여 버릴 것이라 

8.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과 내세 
를 믿는척 말하는 무리가 있으나 
실로 그들은 신앙인들이 아니거늘1〉 

9. 믿는 척 하나님을 속이는u 것 
은 스스로를 배반하는 것과 같으 
나 그들이 알지 못할 뿐이라 

10. 그들 마음에는 병이1》있나니 
하나님께서 그 병을 더하게 하시 
매 그들은 고통스러운 벌을 받을 

고^수신戶화)^技야 
© 퇴成씼 

一ᄃ;고싯!多강노“iy文、。나회 요/“ 

외햇※起妙別公션at 必“ 

©石j상좌石 

必고셌^路： 技必擔接沒參次i 
경！^ 

61) ‘카파라’(불신하다)，‘쿠프르’(불신), ‘카-피르’(불신자) 즉 하나님의 말씀들을 부정하고 선지 
자 무함마드를 통하여 계시된 메시지를 불신하는 것. 

2) 앞절까지는 진실한 믿음으로 영화를 누리는 신앙인들에 관한 말씀이었으며，6절과 7절에서 
는 믿음을 부정한 불신자들에게 대한 말씀이 언급되고 있다. 

7- 1) ‘카타마’는 어떤 것을 봉하여 그 안에 들어 갈 수도 없으며 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수도 없다는 언어적 해석이며，이절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전자로，마음을 봉했으니 그 
안에 광명이 들어 갈 수 없으며，믿음이 있으나 그 마음에 이르지 못하고，귀와 눈을 봉했으 
니 광명을 볼 수도 없으며 들을 수도 없음을 제시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20). 

8- 1) 1-5절까지는 믿음이 진실한 신앙인들에 관하여，6-7절에서는 불신자에 관하여 묘사하였고， 
8-11 절에서는 위선자에 관해 묘사하고 있다. 이 위선자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진실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병들며, 이 병들은 다른 사악함과 마찬가지로 번지게 된다. 이 
병들은 치료 될 수 있으나 그들은 자신들을 망각한 채 광명과 진리를 고의적으로 부인함으 
로써 치료될 수 없는 다른 사악의 세계로 쉽사리 빠져 들고 만다. 

9- 1) ‘키다-아’ 또는 ‘무카-디으’의 뜻은 부패 또는 사악함이란 뜻의 언어적 해석으로, 타인 앞에 
서는 이슬람에 충실한 척 행동하나 홀로 있을때는 그렇지 아니하며，혀로써는 이론에 충실 
하나 실천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10-1) 병이라함은 신체적 질병이 아니라 신앙의 병을 의미한다. 즉 신앙에 대한 회의，의심，위선 
둥을 말하고 있다. 

級;^햇^聲補병i^n염活錢部技，空정^賊因^^^，務薄^，照^■接_섶^因部^^면^，雜^l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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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이는 그들이 스스로를 배 
반했기 때문이라 

11. 이 세상에서 해악을" 퍼뜨리 
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을 때 그들 
은 평화를 심는 사람들이라 말하 
더라 

12. 실로 그들은 해악을 퍼뜨리 
면서도 깨닫지 못하노라 

13. 그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믿으라 그들에게2ᅩ 말씀이 있었을 
때 어리석은 자들이3ᅭ 믿는 것처럼 
믿으란 말이뇨 라고 그들은 대답 
하도다 보라 실로 그들이 어리석 
은 자들이면서 그들은 깨닫지 못 
하노라 

14. 그들이1》믿는 사람들을 만났 
을 때는 저희들도 믿음이 있나이 
다 라고 말하고 사탄과 함께 있을 
때는 저희는 당신과 함께 있나니 
실로 우리는 조롱을 했을 뿐입니 
다 라고 말하더라 

15. 하나님 이 그들을 조롱하사 
그들을 암흑속에서 버리시니 그들 
은 장님처럼 방황하노라 

16. 그들은 진실을 팔고 허위를 
사니” 그들의 장사가 흥할리 없으 

次好，接如此포期 次此 

® ※상넜冗녀必고닷 

改以뻥^때 一改此必技 的 

⑶必公明 紙안^ 

I以 DTj物향상"，此 

i友應次版 쇼^私織我端벼; 
©찌細必 

11-1) 해악이라함은 창조주를 불신하고 자신을 속이며 꾸란을 믿고 선지자 무함마드를 따르는 사 
람들을 교란시키는 사악함을 일현는다. 

13- 1) ‘무하-지린’과 ‘안사-리’ 등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선지자들의 추종자들이 믿음을 가졌 
던 것처럼 

2) 위선자들. 알칼라비는 유대인들이라고 전하고 있다. 

3) 위선자들은 조롱하여 말하길, “무지하고 어리석은 ‘수하이브’나 ♦암마르’ 또는 ‘빌랄’ 처럼 믿 
음을 가지란 말인가?”라고 하였다(사프와트 타파-싸르. 제1권. P-22). 

14- 1) 위선자들 

16-1) 위선자들이 믿음을 버리고 불신의 길을 걷는 것，또는 광명의 길에서 방황의 길을 선택하는 
것, 또는 공동사회를 이탈하거나 무함마드 전통(Sunna)에서 벗어나는 행위 

頭^頭^起理^賊速a强 潮，^^，段 識쌍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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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인도받지 못하리라 

17. 그들을1》비유하사 그들이 불 
을 켜 놓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들 
주변의 빛을 거두어 가시고 그들 
을 암흑속에 버리나니 그들은 보 
지도 못하고2》 

18. 귀머거리 벙어리 장님이 되 
어 돌아오지 못하노라1> 

19. 그들을 비유하사 하늘에서 
폭풍우가 몰아치고 암흑이 되어 
천둥과 번개가 진동하니 죽음이 
두려워 그들은 귀를 막으매 하나 
님께서 이 불신자들을 포위하시노 
라1》 

20. 번개가 그들의 시력을 할퀴 
어 가니 그들에게 빛을 비출때에 
는 걷다가 그들을 암흑으로 덮칠 
때는ᄇ 멈추어 서도다 또한 하나님 

의 뜻에 따라 그들의 청각과 시력 
도 앗아 가시니 실로 하나님은 모 
든 일에 전지 전능하심이라 

21. 인간들이여1ᅩ 주님을 경배하 

起比소液飯‘巧^나必소!£; 

技;※;七 A技1 K그^1 

썅技!;벼!^典 g서約j私P 

切與대接雜典 t과i逆的腦 

(용또고接，묫，此홧公必與 

17- 1) 불신자들 
2) 17절의 계시말씀은 위선자들에 대한 경고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그 
신앙을 버렸거나 또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암흑속으로 인도하니, 

그들은 복음의 길과 구원의 길로 이르지 못함을 제시하고 있다. 

18- 1) 그들은 귀머거리처럼 복음을 듣지 못하고，그들은 벙어리처럼 유용한 말을 못하며，그들은 
장님처럼 옳은 길을 보지 못하도다. 

19- 1) 혼돈과 방황속에 있는 그들을 비유하며，그들은 마치 세찬 폭풍우와, 천둥과 번개가 진동하 
는 암흑속에서 두려워 어찌할 줄 모르는 무리와도 같음을 비유하고 있다. 

20- 1) 암흑속에서 번개불이 번쩍일때만 그 불빛으로 걷다가 번개불이 그치면 걸음을 멈춘다. 

졌 하나님은 위선자의 속성을 지금까지의 말씀에서 10가지 속성으로 묘사하고 있다. 즉 거 
짓말, 기만, 현혹，오만，조롱，해악，무지, 방황，마음이 갈광질광하는 행위, 경멸(사프와 
트 타파씨르. 제1권. p.25) 

21- 1)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류여! 

야 아이유하 : 꾸란에는 여러 차례의 호격이 언급되고 있다. 이것은 강조로써 하나님으로부 
터 종들에게 언급된 호격의 표현으로써 촉구하는 모든 것을 인간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실 
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알바이돠위 1公a》. 



제 2장 바까라 : 22〜24 10 減fe 

라2> 그분께서 너희들을 창조하셨 
? 고 또 너희 선조들을 창조하셨나 

니3>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되리라 

뼈炎떠潮; 1 

22. 그대들을 위해 대지를 침상 
으로1> 하늘을 천정으로 두셨도다 

1 하늘로부터는 비를 내리게하여 생 
과를25 맺게하고 이를 그대들의 양 

! 식으로 내려 주셨노라 하나님께 
우상을 비유하지 말라 그대들은 
이를 알지 않느뇨3) 

兄3版被H행화班技 J쩟 典 
\ 

@以與해 

23.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종에 
게 계시한 것에u 관하여 의심 한 

| 다면 그와 같은 말씀의 한 구절이 
라도 가져올 것이며 너희들이 사 
실이라고 고집한다면 하나님외에 
증인들을 대어보라2> 

<1근타뉘多玄 行^디김 

24.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 
하고1> 또한 그렇게도 할 수 없다 
면2ᅮ 지옥을 두려워 하라 그곳에는 

인간과 돌들이3ᅭ 불에 이글거리고 
I 있으며 불신자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라 

u 接; 졌0松i 여야私쨍;!炎Si때 

® i생1소성系김心• 

2 2)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 만이 유일신으로 섬기며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고 
1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라. I 

3)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일용할 양식올 주시는 수여자로서 무(無)에서 : 

유(有》를 창조하시는 창조주로써 홀로 존재 하심을 제시하고 있다. : 

22-1) 요람과 거주지 1 

1 2) 아담의 후예를 위한 모든 종류의 양식 
3) 즉 우상은 무것도 창조하지 못하고 인류에게 양식도 주지못함을 너희 위선자 및 불신자 

^ 들은 알고 있지 않는가? 

^ 幻-1)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시한 꾸란 
1 2) 앞절에서는 만물의 창조주로써의 유일성과 모든 것을 주재하는 주관자로써의 말씀이 있었 
I 고, 여기서는 무함마드가 예언자 및 선지자로써 창조주의 선택받음과，꾸란의 말씀은 하나 

님 외에 어느 누구도 그와 갈은 말씀을 가져올 수 없는 기적으로써 예중되고 있다. 

24-1) 선지자에게 계시된 꾸란과 같온 한 문장이라도 이르게 할 수 없거나 
I 2) 미래에도 그렇게 할 수 없다면 
1 3) 불신자들과 우상들 

驗_«■約我^_顯紋强*，義理■深^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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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이들 
에게1> 기쁜소식을 전하라 그들을 
위해 천국이 있고 그 밑에는 강물 
이 흐르니라 그들에게 일용할 양 
식이2ᄉ 주어질 때면 이것은 이전에 

도 저희에게 베풀어졌던 것이옵니 
다 라고 그들은 말하도다 또한 그 
들에게는 그와 유사한 것들이 주 
어지리니 그곳에 순결한 동반자가3》 
있어 그 안에서 영생하리라4》 

26.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기나 
또는 그 이상의 것으로 비유하길 
서슴치 아니하시매1> 믿는자는 그 
비유가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임을 
믿으나 불신자들은 말하기를 하나 
님은 그 비유를 들어 무엇을 원하 
느뇨 라고 하니 이에 가로되 그것 
으로 많은 불신자들을 방황케도 
하고 또 많은 믿는자들을 인도하 
시노라 실로 하나님은 이단자들만 
을2> 방황케 하시니라 

27. 이들은 하나님의 계율을 어 
긴자요 하나님이 명령하여 결합하 
라 하였으나 거역한 자이며 지상 

《닛多님美;쳇해一폐쇼은 ;!보;以섯느寒; 

，⑶쇼。如始授}넣 

허^^^^^하j推&技;^산 

敗^ 벼 

넷轉i 技 U;對效 c必。，此兩 
뺐쌔棟占射銳以齡藏| 

仏 표T次技疏狀必與^ 

、公홋방以노느起!授多노 

。과향^必쇼★必必均향 

째少c在헷 (노셨요必^ 

25- 1) 믿음으로 현세에서 선을 행하고 의롬게 생활한 자. 

2) 천국에 있는 일용할 양식, 천국에 사는 이들에게 천사들이 일용할 양식을 가져다 그들 앞에 
놓으면 이들이 말하길，“이것은 전에도 저회들에게 베풀어 졌던 것이옵니다”라고 말하자 천 
사들은，“하나님의 종들이여! 즐겨 먹어라. 색깔은 하나이되 맛은 서로 다르니라”라고 말한 
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29). 

3) 천국에 있는 아내는 ‘히와르 아인’으로써 피부색이 새하얗고 눈이 크며 of름답기가 그지 없 
는 순결한 여성. 

4) 불신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지옥을 언급하신 후 이번에는 믿음이 진실한 신앙인들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을 계시하고 있다. 

무함마드여! 현세에서 믿음이 진실하고 선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 그 
곳에는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정원과，온갖 과일이 풍부한 과수원이 있으며，또한 그 
곳에는 풍성하고 맑은 물이 흐르도다. 또한 때묻지 아니한 순결한 부인이 있으니 그들과 함 
께 그곳에서 영생하리라. 

26- 1)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이든 가장 큰 것이든 또는 가장 하찮은 것이든 가장、중요한 것이든 
간에 그분이 원하실 때는 어느 것으로도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길 서슴치 아니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파리 및 거미 갈은 것을 언급하였을 때 불신자들 및 유대인들은, “이것을 언급하 
여 무엇을 하려 하느뇨?”라고 조롱하자 본절이 계시되었다(샤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30). 

2) 이단자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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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我增秘^^_細班^田斑田，■ 

에서 해악을 퍼뜨리는 사람들이니 
저들은 스스로를 멸망케 하도다1》 

28. 생명이 없었던1ᅭ 너회에게 생 
명을 부여하사2> 다시 생명을 앗아 
가고3〉또 부활4>케하여 그분곁으 
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올 어 
떻게 거역한단 말이뇨 

29. 또한 그분은 너회들을 위해 
삼라만상올 창조하시고 다시 하늘 
로 승천하시어 일곱천을 형성하신 
분으로 진실로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 노라 

30. 주님께서 천사에게1> 지상에 
대리인을 두리라 하시니 천사들이 
가로되 이 세상을 해치고 살상을 
하려 하십니까 저회들은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을 경배하나이다 이 
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실로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노라 

31. 아담에게 모든 사물의 이름 
을 가르쳐 주신 후 천사들 앞에 
제시하며 말씀하시길 만일 너회가 
옳다면1> 너희가 이것들의 이름을 

® 公휴多닙 i女“寒寒建iSg 

과伊技;^자於與 以 

齡황心와5成切-춰藏此방 
유化少 1요“도높 i고요짖그향 

切쪄免 射射나심的化 

0按 起^多公^與故:5必^ 

© (3l냥소 최多뇨\ 

27-1) 이단자들이란 하늘에서 계시된 성서들의 율법과 무함마드의 신앙을 지키지 아니하고，모든 
예언자 및 선지자들간의 계보를 단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듯이，형제들과 친척 
들 간의 우의를 명령했으나 이를 거역하며，현세에서 해악을 퍼뜨리는 사람들로써 이들은 
스스로를 파멸로 유혹하는 자들이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31). 

我-1)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그리고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 
2) 세상에 태어나는 것 
3) 암종 
4) 무덤으로부터 나와 부활하는 것 

30- 1) 무함마드여! 그대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염원하며 그것을 그대 백성들에게 
얘기하라. 창조주께서 아담을 창조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수행하도록 지상의 대리자 
(Khalifa》로 두었음을 상기시키라. 

31- 1) 만일 너희 천사들이 대리자가 될 자격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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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보라하니2> 

32.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저희는 당신이 가르쳐준 것 외에 
는 아무것도 모르나니 실로 당신 
은 o}심과 지해로 충만 하심이라 

33. 하나님이 이르시길 아담아 
그들에게1》이름들을 일러주라 하 
시니 그가 그들에게 그 이름들을 
일러주매 그분께서 천사들에게 이 
르시길 내가 천지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과 너희가 드러내거나 감 
추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너희에게 얘기하지 않했느뇨 

34. 하나님이1> 천사들에게 명령 
하여 아담에게 엎드려 절하라 하 
니2> 모두가 엎드려 절을 하나 이 
블리스만 거절하며 거만을 부렸으 
니 그는 불신자들중에 있었노라3> 

35. 하나님이 말씀하사 아담아 아 
내와1ᅭ 함께 천국에 거주하며 그대 
들이 원하는 양식을 먹되 이 나무 

2) 이 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의 위치를 천사 위에 둠으로써 아담의 후예인 인간이 존재하는 모 
든 것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제시하고 있다(AV프와트 타파-씨르. 저U 

권. p.34). 

33- 1) 천사들 

34- 1) 꾸란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로 자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전 우주와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 엎드려 절을 하는 것(SuiQd〉은 오직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천사들로 하여금 아담에 
게 엎드려 절하게 한 것은 야곱과 그의 자손이 요셉에게 그랬듯이 인사와 존경의 표시였다. 

3) 이블리스의 속성에 관하여 천사라고 말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블리스는 천사가 아님이 증명 
된다(하싼 알바스리). 그 증거로써는 : 

1-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지 아니하는데 이블리스는 거역을 했으며， 
2- 천사들은 빛으로부터 창조 되었는데 이블리스는 불에서 창조되었고 
3- 천사들은 자손이 없는데 이블리스는 자손이 있었으며 
4- 특히 카호프 장에서 이블리스가 ‘영마’에서 왔음을 계시하고 있다. 

35- 1) 이브(하와》 
아담과 이브가 거주한 에덴 동산을 사우디 아라비아 메카 아라파트 동산이 아닌가 하는 학 
자들의 견해로 보아서는 지상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다음 36절에서는 사탄의 유혹으 
로 말미암아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에덴동산으로부터 쫓겨난 것으로 보아서는 지상 아닌 
다른 곳에 에덴동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다. 

화4^2紙^ 故 
@0\ 

沙以以)從^5冬轉接 
@ 占님노 i티系로化 

리, (I笑이;과 t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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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2> 접근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죄지은자 가운데 있게 되니라. 

36.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여 그 
곳으로부터 나가게 하매 하나님이 
말씀하사 서로가 서로의 적이되어 
지상에서 얼마 동안 안주하여 살 
라 했노라1> 

37. 이때 아담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으며 하나님은 그를 
용서 하였으니 진실로 그분은 관 
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38.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사 
모두 세상으로 내려가 살라 복음 
을 내려 보낼 것이라 이를 따르는 
사람은 두려움도 슬픔도 없을 것 

39.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불지옥의 주인이 
되어 그 속에서 영원히 기거할 것 
이라 

40. 이스라엘 자손들이여1>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총을 기억하고 
나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라2> 내가 
너희와의 약속을 이행하리라3ᅮ 그 
리고 나만을 두려워 하라ᅨ 

此;，氏라^^必炎 

@옳)후法든 

令및^ 逆接^ 다玄당i多성必노Xiijs 
©其身 

리…接;塔，^ 

@쑈災效과逆炎… 

©땃욋&5 그6!^多^於^ 

2) 금단의 나무도 에덴동산과 마찬가지로 지상에 있었던 나무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 있었는가? 그 나무는 포도 나무인가? 무화과 나무였는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올 뿐이다. 

36-1) 사탄의 유혹으로 에덴 동산에서 지상으로 내려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함께 쫓겨내려가는 이 
블리스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인류의 적임올 경고하고 있다. 

38-1) 아담과 그의 후손이 거주할 곳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지상임을 강조하면서 그들올 위해 선 
지자들을 보내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복음인 성서들이 계시되리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 

4)-1) 이스라엘은 외래어로써 하나님의 종복(압달라》을 의미하며，여기서는 예언자 야곱의 자손들 
을 일컫는다. 

2)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약속 
3) 훌륭한 보상의 약속 
4) 40절부터 142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과 꾸란에 관하여 언급되고 있다. 

索_雄«^^知W抵W每，■도■後며^■活 변菊^빼換^^臣邊^■效!*時 n3*^**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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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내가 계시한 것을 믿고 이전 
에 내려보낸 계시를 믿으라 이를 
불신하는 우두머리가 되지 말것이 
며 나의 계시를 어떠한 것과도 교 
환하지 말고 나만을 두려워하라1> 

42. 진리를 부정으로 왜곡하지 
말고 진리를 숨기지 말라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뇨^ 

43.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받칠 것이며 다같이 고개속여 하 
나님을 경배하라1> 

44. 선을 행하라 너희 백성들에 
게 일렀으되 너희 자신들은 망각 
하고 있느뇨 성서를 낭독하면서도 
모른단 말이뇨1> 

45. 인내와 예배로써 구원하라 
실로 그것은 겸손한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힘든 일이라1> 

46.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확신 
하는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가니라1> 

©다혹성心염O拔내强강他방 

®^料;多3|典藏 德육淑^必 

©■戶!행1; 錄路_폐 

松伊 

© i多女)생 i《技평과및도;多T 公多!紅(2장 

꾸란에서는 유대인들의 진상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사악함과 음모와 파괴 등 그들의 잔악함 
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을 창조주의 유일성으로 경배할 것을 인간들에게 경고하면서 
그들의 선조인 아담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케 하고 특히 이스라엘 자손인 유대인들에게 진실 
한 신앙을 촉구하면서 그들의 성서인 구약(Taura)에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최후로 선택한 
최후의 예언자이며 선지자인 무함마드를 믿고 따라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41- 1) 무함마드에게 계시한 꾸란과 그 전에 계시된 구약이 창조주에 대한 유일성 및 예언자의 출 
현올 예시한 것을 믿어 진실한 신앙인이 되고 항상 하나님올 염원하라고 훈시하고 있다. 

42- 1) 하나님이 계시한 진리와 구약의 최초 말씀을 조작하지 말며, 구약에 언급된 무함마드에 관 
하여 숨기지 말라. 

43- 1) 유대인 및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방황했을 때 고개 숙여 하나 
님을 경배하라고 계시됨 

44- 1)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고 무함마드를 믿으라 말하면서도 자기들 스스로는 이를 망 
각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힐책과 견책으로써 계시되고 있다. 이 말씀이 계시된 동기도 유대 
인들의 종교지도자들이 이슬람에 귀의한 그들 친척들로 하여금 무함마드의 신앙이 진실한 
것이니 이를 따르라 하면서도 자기들 스스로는 실천하지 아니하자 이 말씀이 계시되었다(사 
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41). 

45- 1) 인내(Sabr)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은 예배를 지칭한다. 
o 성급히 서둘지 아니하고 침착하며 
o 어떤 목적을 향한 꾸준한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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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나의 은총을 기 
억하라 내가 그대들을 선택 했노 
라1》 

4公. 그날을1》두려워 하라 그날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 
을 주지 못하며 어떤 중재도 수락 
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보상도 받 
을 수 없으니 그들은 어떠한 도움 
도 받지 못하니라 

49. 하나님께서 너희를 파라오의 
압박으로부터 구하였음을 상기하 
라 그들은 너희를 구속하고 남성 
들을 학살 하였으며 여성들은 그 
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내리신 시련 
이라1》 

50. 바다를 둘로 쪼개어 너희들 

數聲있t激弟j淡⑶疏餘 
®、생^확紅多 

빼琴과^^회與; 
®6l起災的도映쑈맸與松從 

너故(起與災^在與^^ 
切넜均 炎^炎^ 

G욧文 0’1혈위;고차희향 

O 감정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이성에 의한 행위 
o 회 • 노 • 애 ■ 탁을 조절하는 마음의 정적자세 둥으로, 꾸란에서는 인내하는 자에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차례 강조되고 있다. 

46- 1) 믿음이 확실한 자는 부활의 날 하나님올 영접하여 그들의 업적을 심판받게 된다. 

47- 1) 창조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함은 이스라엘 자손 즉 하나님의 종(압달라)들로써，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것은 아니다. 즉 이들 선조들에게 예언자들과 이 예언 
자들을 통하여 성서들을 다른 백성에 앞서 보내주었다는 의미다. 

48- 1) 심판의 날 불신자들에게 있을 무서운 응벌의 날(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41) 

49- 1) 애굽인의 속박은 무서운 시련이었다. 남성들은 모조리 학살당하고 부녀자들은 그대로 두어 
자기들의 종복으로 이용하였으며(출애굽기. L 14), 애굽인들은 그들의 생명을 고난으로 속 
박하였으니 몰타르와 벽돌속에다 넣어 구속하였고，들판에서는 온갖 노동을 시켰으며, 파오 
라의 십장은 지푸라기 하나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만들라는 등 학대와 학살을 일삼았으며， 
(출애굽기. V. 5-19), 태어나는 모든 남아는 강에 버리고 여아는 그대로 두라는 파라오의 칙 
령이 내려졌다(출애굽기. i. 22). 이 시기에 태어난 모세는 3개월 동안 숨겨졌으나 그 이상 
숨길 수가 없어 모세를 상자에 넣어 나일강으로 던졌다. 이리하여 모세는 파라오의 딸과 아 
내에게 발견되어(출애굽기. xxviu. 9) 파라오 가족이 된다. 
그리하여 모세는 적에 의해 양육된 후 하나님이 선택하사 그의 백성을 구하게 하고 애굽인 
의 잔인함으로부터 사랑을 배우도록하여 그의 백성을 인도하게 된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 남아들을 살해하도록 파라오의 칙령이 내려진 동기는，어느날 파라오 
가 그의 꿈속에서 불을 보았는데 이 불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 애굽을 휩싸고 모든 애굽 
의 콤뜨교도들을 불태웠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다. 이에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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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하고 너희들의 안면에서 파 
라오족을 익사케 했나니1> 

51. 모세에게 사십일밤을 명하여 
은거하게 하였을 때 그대들은 송 
아지를 택하여 우상을 숭배하였으 
매 너희들은 우매하였노라1ᅳ 

52. 그 후에도 하나님은 그대들 
을 용서하여 주었나니 이에 감사 
하라1> 

53.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서와 
식별세>를 내렸나니 이것으로 너 
회가 인도될 것이라 

54. 모세가 그의 백성에게 이르 
되 백성들이여 송아지1>를 숭배하 
여 자신들을 우롱했노라 주님께 

©述峰在T; 

接技ᅵ病& 

©。섬逆炎34多 

®^y^P2^\Jd^\ 义졔 SiS 

쇄 0知，々 화;^ 

란 파라오는 점장이들올 불러 그의 꿈을 해석하라 명하였다. 이때 점장이들이 해석 하길，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남아가 탄생하여 당신을 멸망케 하고 당신의 권자를 무너뜨릴 

것입니다”라고 하자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가운데 태어나는 어떤 남아도 남기지 말고 살 
해하라는 칙령을 내렸다. 

50- 1) 파라오의 학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하여 홍해에 이르매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뒤따라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적이 일어나 이스라 
엘 백성은 무사히 홍해를 빠져나갔고 뒤를 추격하던 파라오의 군인들은 익사를 한다<출애 
굽기. xiv 5-31). 

51- 1) 이것은 십계명과 율법과 계율이 시나이 산상에서 있은 후의 일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 
로 시나이 산상으로 을라가 40일 동안 있게되자(출애굽기 xxlv. 18) 그의 백성들은 인내하 
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곳에 제사를 지내며 숭배를 하였다. 이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파라오 학대로부터 구출한 후 40일 동안 시나이 산상에서 기도와 명상올 
하게한 후 구약을 계시할 것을 약속하였다. 

斑-1) 모세가 그의 어리석은 백성을 위해 기도하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용서하였다(출애굽기. 

xxxii. 14). 

53- 1) ‘알키탑’이란 ‘그 책’이라는 언어적 해석으로 모세에게 계시된 구약을 말하며, ‘푸르깐’이란 
*구별하는 것，즉 옳고 그름을 식별하는 기준’이란 뜻으로 해석이 되나，어떤 학자는 기적으 
로 보는 학자도 있으며 어떤 학자는 ‘알키탑’이나 ‘푸르깐’이 갈은 뜻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 이때는 ‘알키탑’은 구약으로써 옳고 그름을 식별하는 것이라고 보면 타당할 것 갈다. 

54- 1) 아랍어의 원어 발음은 ‘까틀’이다. 금송아지를 숭배한 죄의 대가로 ‘너회 자신들을 살해하라’ 

는 뜻으로 해석되나 학자들간의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1) 죄지은 자들은 자기 스스로 자살해야 한다. 2) 서로가 서로를 살해해야 한다. 

3) 송아지를 섬기지 아니한 자들이 송아지를 섬긴자들을 살해해야 한다는 둥 다소간의 견 
해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여기서의 ‘까틀’은 은유법으로 ‘회개 또는 속죄’라는 뜻으로 해 

석함이 원뜻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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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하고 속죄하라 주님의 은총이 
있어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라 진 
실로 그분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 
하시니라 

55. 모세야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까지는 믿을 수 없도다 라고 말 
한 것을 기억하라 그때 천둥과 번 
개가 그들을 불태워 버렸음을 너 
회는 지켜보지 아니했느뇨D 

56. 그런데도 너희가 죽은 후 내 
가 너희를 부활시켰으니 이에 감 
사하라 

57.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고 만나와 쌀와를 보내며 그 
대들에게 준 양식 가운데 좋은 것 
을 먹으라 했거늘 나를 속이지 못 
하고 스스로 자신들을 우매하게 
하였을 뿐이라1> 

逆t크컁“떠얏=십가三冬로幻오혼피노 

多i以 (쇼고교》多 4서1요J삶 ^ 
©소;고력文%씨務皮 

® 희화;^技與삶 

故다心니I炎切3松 
띠^ i起^ 

56-1)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를 숭배하여 죄를 지은 후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 
령하여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정 그로 하여금 그들 백성의 죄를 사과하도록 하였 
다. 모세로 하여금 70명의 남성들을 선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금식을 하게하고 마음을 청결 
케 할 것이며 의복을 깨끗이 하라하니 그렇게 하였다. 그런 후 모세는 그들과 함께 시나이 
산상으로 가니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길 ••모세여!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하여 주시오.” 

하니 모세가 **그렇게 하리라” 대답하였다. 모세가 산상에 이르렀을 때 구름이 다가와 그 산 
상 전체를 덮어 버렸다. 그때 그 백성들이 다가와 구름속에 들어가 부복하니 하나님이 모세 
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얼마후 구름이 모세에게서 사라지자 그들이 모세에게 다가 
와 말하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까지는 당신을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자 이 계 
시가 내려지게 되었다. 출애굽기. xxxiii. 20절에서는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 그분이 말씀하 
사, “너희는 나의 얼굴을 볼 수 없나니, 이는 어느 인간도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니라”이로 
써 하나님의 관용은 무한정하시어 믿음을 부정한 자들까지도 관용올 베푸시나 하나님의 형 
상을 보겠다는 불신은 용서되지 아니한다. 

37-1》구름으로 뜨거운 태양열을 가리워 안식처처럼 만들어주고 “만나”는 해브리어로 ᅳ만후”라고 
하는데 땅에 떨어지는 이슬방울처럼 둥글며 아주 작은 것(출애굽기 xvi : 14)으목 아랍어 
해설에서는 꿀과 같은 것이 떨어져 그것을 물과 혼합하여 마시는 액체，또는 달콤한 음료수 
둥으로 풀이되고 있으나 하늘로부터 나무위나 돌위에 떨어져 꿀 형태로 있다가 마르면 진 
과 갈은 껍의 형태로 보는 견해가 다수다. 
“쌀와”는 조류때로 일년중 어느 계절에 동부지중해에 바람올 따라 날아드는 맛이 좋은 조 

류로 보고 있으며 1914-1918년 대전쟁때 참가했던 인도 장교들이 에굽과 팔레스타인 지역 
사이에서 목격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후스나인 무함마드 마클루프는 쌀와를 메추라기 

로 해석하고 있다(꾸란 어휘해설, pil). 

^送^醜*■因因■8«施空!짧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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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하나님이 말한 것을 상기하 
라 이 마을로 들어가 그대들이 원 
하는 대로 먹되 엎드려 문으로 들 
어가 겸손히 회개하라 하나님이 
그대들의 죄를 용서하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에 게는 보상을 중가할 
것이라 

物與◎너내상篇衣乂 

f到생\。삼々⑷수妙)i地誌; 

©려¥成淡收 

59. 그러나 그 우매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계시된 말씀을 변조하였 
으니 하나님께서 그 우매한 사람 
들에게 하늘로부터 흑사병을 보내 
도다. 이는 그들이 계속 죄를 범했 
기 때문이라1> 

松與셌接切쐈 01與2跡3餘 
必^始i 版 15到，故?供 

60. 상기하라 모세가 그의 백성 
: 을 위해 물을 구하매 하나님이 모 
세에게 네 지광이로 그 바위를 때 
리라 하니 그곳으로부터 열두개의 

i 샘이 솟아나와 각 부족들은” 그들 
이 마실곳올 알았도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마시되 현세에 
서 해악을 퍼뜨리지 말라 

| 

※대략^되敗 
一화빠以絲빠과 

고향다3玉노！호라Pi冬갔 

j 

61.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여 음식 한가지로만 살 수 없 

1 나니 목초와 오이 마늘과 아다스 
그리고 양파를 하나님께 구원하여 

1 

⑯知쇼쳇양 내※均 

， 
59-1) “이 마올”은 요르단 동쪽에 있는 고을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방탕과 우상숭배의 죄를 짓자 

(민수기 xxv. 1-2, 8-9) 흑사병으로 24*000명의 생명을 앗아간 무서운 형벌이 내려졌다. ‘‘이 
마을”을 예루살렘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60-1)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의 부족 형태로 40년동안 아라비아 사막을 행진하다가(민수기 L u) S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였다.(여호아수기 xiii. xiv). 그 후 야곱의 자손들로부터 열두부족이 
유래되는데 야곱은 이스라엘(신의 종복)이라고 불리워졌다.(창세기 xxxii. 效) 이스라엘(야 
곱)은 레위와 요셉을 포함하여 열두 아들(창세기 XXXV. 22-26)을 두었는데 이 열두 자손들 
의 후손이 이스라엘 자손들이었다. 레위는 유태 신전에서 사제를 돌보았기 때문에 군복무 
에서 제외가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인구조사(민수가 L 47-53)가 시행되어 가나안 땅이 구 
획정리(여호아수기 xiv. 3)가 되면서 그들은 여러 부족으로 분산이 되었다. 모세와 아론온 
레위 가문에 속하게 되었다. 한편 요셉은 애굽에서 자라 파라오 통치하에 제상의 높은 직책 
으로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을 딴 이프라임(Ephraim)과 미나세(Manasseh) 두 부족의 시조가 
되었다. 그리하여 전부 열두 부족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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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서 모세 가로되 그것들보다 
더 좋은것을1ᅩ 주셨는데 너희는 이 
하찮은 것과 바꾸려 하느뇨 무 
곳이나 가 보아라 너희가 구한 것 
을 얻을지니 이에 하나님은 그들 
올 보잘 것 없고 처량한 족속으로 
만들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노여 
움을 샀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 
씀을 부인하고 예언자들을 무차별 
살해했으니 이들은 불신자들이라2》 

巡. 꾸란을 믿는 자들이나 구약 
을 믿는자들이나 그리스도인과 천 
사들을 믿는 사비안들이나 하나님 
과 내세를 믿고 선행을 행하는 자 
에게는 주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 
며 그대들에게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을 것이라1> 

63. 너희 유대인과 구약성서에 
있는대로 약속을 했으며 뚜르산을 
너희들 위로 올렸노라 너희에게 
내려준 것을 확고히 잠을 것이며 
그 안의 뜻을 생각하라 의로운 사 
람들이 될 것이라1> 

611) 맛나와 쌀와 
2) 그들은 약속의 땅을 얻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들은 여러 가 
지 재앙을 겪었으며，앗슈리아까지 노예로 끌려갔는가 하면 페르시아, 그리식 로마，아랍의 
통치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지구상에 뿔뿔히 헤어져 방황을 하였다. 이러한 벌은 물 
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에도 있었지만 예언자들을 학살한 죄의 대가이기도 하였다. 아 
벨을 학살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예언자들에 대한 학살이 시작되었다. 야곱의 장남이 요셉을 
살해하려 어린 동생을 우물에 밀어 넣었으며 또 예수를 살해하려 음모하였고 무함마드를 
살해하려 하였다. 

62- 1) “사비인”은 유대교나 기독교를 갈은 것으로 취급하면서 천사들을 믿는 신도들을 일컫는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이라크 바스라 지역에 약 2,000여명의 사비인 신도들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63- 1)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구약에 있는대로 너희와 약속을 하였고 시나이 산을 너희 안식처가 
되게하였으니 너희는 구약의 율법을 따르고 그 말씀을 기억하라, 시나이산(뚜-르 씨-니》은 
홍해에 위치하고 아라비아반도 사막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급한 산이다. 

여기서 십계명과 율법이 모세에게 계시되었다. 그 이래로 지금까지 모세의 산(자발무사》이 
라 불리워지고 있다. 

도‘:^^多; 

少與^!典S成“作與故ii 

起始있해에^起^多比 
必성V以셔必以쌌I뺜於版 
以빠要3따리，과 

©必쇼起 安物 

必技⑶내；^⑯逆 
다다나;상I;多命^。 

©心되보次^와、移乂 

地빼 lj彩며쌌빠能 

■행혈^^^^^^通^■活^■活gMfl按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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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그러나 너희는 이를 불신했 
나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너희는 
명망하는 자 중에 있을 것이라 

65. 너희 가운데 안식일을 위반 
한 자들이 있음을 너희가 알고 하 
나님이 그들에게 이르길 그대들은 
원숭이가 되어 저주를 받을 것이 
라1) 

66.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 세대 
의 백성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벌 
을 내렸으며 하나님을 두려워 하 
는 사람들에게는 교훈을 주었노라 

67. 모세가 그의 백성에게 이르 
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명령했 
노라 암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바 
치라고 하니 당신은 우리들을 조 
롱하는가 라고 그들이 응답하더라 
이때 모세 가로되 주여 이갈은 몽 
매한 자가 되지 않도록하여주소서1> 

68. 그들이 말하길 그것이 어떤 
소인지 당신의 주님께 간청하여 
설명하여 달라 하니 가로되 그 소 
는 늙지도 않고 어리지도 않는 중 
간의 것이라 너희들은 명받은대로 

행 하라 

69. 그것은 또 무슨 색깔인지 당 
신의 주님께 청하여 설명하여 달 
라1> 하니 가로되 그 소는 맑고 노 
란색이며 보는이를 감탄케 하노라 

典홴^였我多 

©때版多分리 

씼臟，※ idA!; 교I 必과其따⑶ 
©必公;i향多多 

仏义빠다炎;述觸때犯今 

성^노앨心겠私⑷少치예:5 

G知V接伯테少起紅與 

간與션 0S 公必던‘浴與如一與 
백노④在)》&썻/J!입送多|一5 以i 

心따以必ifc 었寒爲고岸與 

校-1) 모세의 율법하에서 ‘싸바트，를 위반한 죄의 대가는 죽음이었다. 어느 누구든 ‘싸바트’를 모독 
하는 자는 분명 사형에 처하게 되며 그날 일을 한자는 그의 백성으로부터 소외되었다<출애 
굽기. xxxi. 14). 

67-1》이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파라오의 모진 학 
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인내하였기 때문에 다른 백성에 앞서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셨^• 

效-1) 횐 색인지 검은 색인지 아니면 그밖의 다른 색깔인지 물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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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그들이 말하길 그것이 어떤 
5 소인지 당신의 주님께 청하여 설 

명하여 달라 실로 그 암소들이 우 
i 리에게는 닮아보이도다 진실로 우 
^ 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알게 되리라 

致^曲乂心향 | 

71. 가로되 그 소는 땅을 일구고 
물을 대도록 길들여지지 아니한 
홈이 없는 건전한 것이라 하니 이 
제 당신은 사실을 설명 하였소 라 
고 말하며 마지 못하여 그 소를 
희생 하였더라 

起^때藏? U成^ 射 
*용과么요® 형^5*셋文文즈빙리 

72- 너희가 한 인간을 살인하고 
: 서 이 실을 감추려할 때 하나님 

깨서는 너희가 숨긴 것을 들추어 
1 내시니라 

以技以쑈必强成::i別逆生S 如 

73. 그 소의 일부를 가지고 그 
시체를 때리라1>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소생시켜 그분의 예증 
을 그처럼 밝히시니 너희는 이해 
하게 되리라 

建i시少技네폐我¥，效⑯後 
' ©心與災被 1 

74. 그런후에도1》너희의 마음은 
바위처럼 아니 그보다 단단하게 

업뱐的多와必 技炎必巧多 

1 73-1)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한 거부가 있었는데 이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재산은 
P 그의 조카가 상속자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이 조카는 거부인 삼촌을 살해한 후 밤 

중몰래 그 시체를 어떤 사람의 집 대문에 갖다 놓았다. 이로 인하여 그 주변사람들은 서로 

b 가 서로를 밀고하매 큰 싸움이 벌어졌다. 

이때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그 고올의 군수가 “왜들 서로가 싸움을 합니까? 여러분들을 위 
1 한 예언자가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자 그들은 예언자인 모세에게로 갔다. 이야기를 들 복 

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암송아지 한마리를 잡으라 너희에게 명령했노라)”라고 그들에게 
이르니，이때 이들은 왜 송아지를 잡아야 할 이유에 대해 서로가 논쟁을 하였다. 그러나 하 

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암송아지 한마리를 잡도록 하였으니… 

휴 그리하여 그들은 암송아지 한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한 남자를 발견하매 하 
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송아지의 벗긴 가죽에다 금을 가득채워 그 송아지를 구입하도록 
하였으니 그들은 그렇게 하고 그 송아지를 도살하여 그 송아지 시체 일부분으로 살해된자 
의 시체를 때렸더니 그 시체가 살아 일어나도다. 이때 그들이, “누가 당신을 살해하였습니 
까?” 물으니 그의 조카를 가르키고는 다시 송장이 되어버렸다. 그 후로 살인자에게는 상속 

이 되지 아니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班-53). j 

74-1) 그러나 분명한 기적이 있은 후에 조차도 

_■雜深•致織^_盤_■■■越^■■接i^，逆■國，■發務M雜^^■傑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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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어졌노라 바위가 쪼개져 강이 
흐르고 그 강이 갈라져 물이 흘러 
나오며 하나님이 두려워 바위도 
무너지도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 
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75. 너희들은 그들이1〉너희와 더 
불어 믿음을 같이 하기를 바라느 
뇨 그들의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 
을 듣고 이해 하면서도 그 말씀을 
왜곡하도다2》 

76. 보라 그들이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때는 우리도 믿나이다 라고 
말하고 그들이 각각 만났을때는 
하나님 앞에서 증거가 되도록 하 
나님이 너희들에게 계시한 것을 
그들에게 얘기해야 되느뇨1》너희 
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 
니더뇨2> 하더라 

77. 그들이 숨기는 것과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뇨 

松功% 최i物此,※兵冬o 私 

6資K화15내 
갑紙 與오我疾切I 少必與 

최物 a치 r，쒸&삔必抑 
炎대與다셨今5鄕유^아 

©⑶빠적jg與i 

최w세 ws 
©i^iSUi 

75- 1) 유대인들 
2) 이절은 메디나 토박이(Ansari) 신앙인들에게 계시된 말씀으로 같이 살아온 이웃 유대인들 

이 이슬람에 귀의하기를 기대하자 이 말씀이 계시되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27V1). 본절에 
서 말씀을 왜곡하였다 함은 유대인이 모세를 통해 계시 된 구약 말씀을 왜곡했음을 뜻한다. 

76- 1) 구약에 묘사된 무함마드에 관한 소식올 무함마드 동료들에게 전해주려 하느뇨 오히려 그것 
은 내세에 가서 무슬림 신앙인들에게 중거가 될 것이라. 

2) 이절은 산재해 있었던 유대인들의 위선올 묘사하고 있올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적용 
되고 있다. 만일 메디나의 무슬림들이 그들 유대인 성서에 예언된 무함마드를 선택된 예언 
자로 그곳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를 희망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잘못이었다. 신명기. xviiL 

18 절올 보면 “내가 그대들에게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대(모세)와 갈은 한 예언자를 보 
내리라” 이 절은 그들 박사들에 의해서 무함마드로 풀이되었다. 형제들이라 함은 셈족으로 
써 아랍백성도 셈족으로 무함마드가 올때까지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출현하지 아니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모세이후 수세기 동안 기록된 신명기 후기에서는，“그 이래 이스 
라엘에 모세와 갈은 예언자가 오지 아니했나니”로 묘사되고 있다. 유대인들은 무함마드를 

시기 및 질투하면서 위선적인 신앙생활올 하기 시작했는데 무슬림 공동사회가 강하게 되면 
서부터는 그들도 무슬림들인척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성서 원래의 말씀올 감추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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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그들 중에는 글을 알지못하 
여 그 성서를 알지 못하매 단지 
추측만을 했을 뿐이라1> 

.amra攻놘桃棟紙逆1技心 ; 

®C；M :: 

79. 그들 손으로 그 성서를 씨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값싸게 사소서 라고 말하는 그들 
에게1> 재앙이 있을 것이며 그것을 
쓴 그들의 손에도 재앙이 올 것이 
며 그로써 금전을 모으는 자들에 
게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2> 

성與상句述^그多 

빼述려^ 

80. 그들은 불의 재앙이 몇일간 
을 제외하고는 오지 않을 것입니 
다 라고 말하니 일러 가로되 하나 
님께서 그렇게 약속했느뇨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어기 
지 않으시니 너희는 하나님에 관 
해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려 하느 
뇨!》 

多沒必성災沒0屬版김!與; 

冗폐?여대^M紅4 
©《公폐必1 

81. 사악올 저지르는 자 죄악이 
그를 포섭하니 그는 불지옥의 주 
인이 되어 그곳에서 영원히 기거 
하리라 

춰활노쇼때起:여(>? i 

© odcJujI ; 

82. 그러나 믿음으로 선행을 행 
하는자는 천국의 주인이 되어 그 
곳에서 영생하리라 多，※ f公엿회 

83.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노々:9 (以&파쇼? 6 色“石以 호!; 

78-1) 글을 알지 못하여 구약의 내용을 읽지 못하고 단지 추측에 의해서만 구약의 진실을 이해 하 
려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관용을 베풀것이라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 씨르. 제1권. r 

p.57). 

79-1) 모세에게 계시된 구약의 진리를 변경한 그들위에 
2)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 점 하나라도 변경되거나 보완되거나 감소되거나 더하 _ 
여 져서는 아니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부 알싸우드는 유대인들이 구약성서에 비 1 

친 선지자 무함마드에 관한 묘사를 변경하였다고 말하고 있다.(타르씨르 아비 알싸우드 1 

■ 

80-1)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자기들의 죄는 용서받과 블지옥의 벌은 다른 백성들에 S 

게 있을 것이라며，불의 재앙을 받더라도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기간이 칠일동안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58>. 

議^，强圖_업빼■聽^雜^■■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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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시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경배하지 말며 부모와 친척에게 
고아와2》불우한 자들에게3> 자선 
을 베풀고 사람에겐 겸손하며 예 
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라 
했거늘 너희중 소수를 제외하고는 
외면하며 등을 돌리도다 

84.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약을 
하사1> 너희 백성들의 피를 홀려서 
도 않되며 백성들의 일부를 너희 
주거지로부터 추방해서도 아니된 
다 하였거늘 너희는 엄숙히 약속 
한 증인들이 아니더뇨 

85. 그런후에도 서로 살생을 하 
고 주거지로부터 추방을 하며 죄 
악과 앙심을 조성하고 포로가 될 
때는 보석금을 갈취하도다 실로 
그들을 추방하는 것은 불법이며 
성서의 일부만 믿고 일부를 불신 
하는 자1> 그들을 위한 현세의 보 
상은 무엇이겠느뇨 실로 이생에서 
치욕이 있을 뿐이며 심판의 날 엄 
한 응벌이 있을 것이라 실로 하나 
님께서는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 
을 알고 계심이라 

86. 그들은 내세를 팔아 현세를 
사는 자들이니 그들의 죄는 경감 
되지 않으며 어떤 도움도 없을 것 
이라 

87.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서를1> 
주었고 그를 이어 예언자들을 오 

나선나하대一점^此 免 
너스^피; 

6찢조짐;고文！“)보多향策•沒“ S6사 Uj 

©心'##第>爲接；多셌 

고賜빠쇠빠5災斑^ 
故 W 地i십 과士:，公此。: 

방산 육?一 
故고己，;；니獻與콰此고: 

© 石多그 

과대빼 

必섯切쇼。텔)，상 ic浴峰쑈b 

83- 1) 유대인들이여! 우리(하나님)가 너희 선조들과 성약한 것올 상기하라! 

2) 야타마: 아버지가 별세한 어린아이 
3) 마싸킨: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이 일용할 양식을 얻기 어려운 사람들 

84- 1) 서로가 서로를 살해하지 말라. 

85- 1) 구약(타우라)의 일부 규범만 믿고 일부 규범은 불신하는 사람 

87-1) 구약성서 

:■■■대최면供빼빼도면뀨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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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였으며 마리아의 아들 예수 
에게 권능를 주어 성령으로2> 그를 
보호케 하였노라 너희들이3ᅮ 바라 

1 지 않는 한 선지자가 왔을 때 너 
회들은 자태를 부리고 일부는 거 

1 짓을 일삼고4> 일부는 살인을 행한 
다 말이^5> 

ᄂ3 닌沙跡짐“被 必나양; 
〔■，화빼切心炎빼 

©必送還知與 SI字， 

88. 이때 그들은 저희의 마음이 
굳었나이다 라고 대답하도다 그러 

I 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함에1> 
저주를 내리시니 그들이 믿지 않 
기 때문이라 

如典요必화义싫起납. 

89.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성 
서가 도래하였을 때1> 이는 이미 
확증된 것이거늘2> 이것은 불신자 
들에 대한 승리라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그분이 왔을 때 그들은 
그것을3> 불신하였나니 이들 불신 
자들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 

| 이라서 

以切多以鄭“^C災i延如 ; 

땅《X쇼切多心與公其切必改 
紀S 입!推故故少足 

©패，次加 

90. 자기의 영혼을 파는 사람과1> 

: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불신하는 
자들에게2> 하나님이 원하는 그분 
의 종에게 그분의 은혜가 내려지 
는 것을 시기하는 자들 위에 재앙 

\々。文상‘》‘가i쓘，。일。향。:: 

2) 가브리엘 천사; 신약성서인 인질 또는 살세포와 뼈둥 형체가 형성되기 이전 예수의 영혼일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3) 유대인 
4) 모세ᅭ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5) 요한이나 자카리야를 살해하였듯이 

88-1) •■쿠푸르”는 여러가지 뉴앙스를 갖고 있다. 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 ② 하 
I 나님의 계시를 부정하는 것, ③ 하나님의 속성을 모독하는 것. 

粉-；0 그 성서는 마지막 선지자에게 계시된 꾸란올 말하며, 
! 2) 마지막 선지자는 구약에 기록되어 확증되고 있다. 
i 3)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 무함마드를 통해서 계시된 말씀 

4) 하나님은 마지막 선지자를 불신한 죄악으로 유대인들에게 저주를 내렸고 앞으로 그럴 것이 
라. 

90-1) 유대인들 
2) 하나님께서 계시한 꾸란올 불신하는 자 ! 

__ | 



제 2장 바까라 : 91ᅳ93 27 

이 있을 것이라3> 그들은 분노에 
분노를 초래하였으니 불신자들에 

i 게는 수치스러운 징벌이 있을 것 

j 이라 

섶强殿쇼 】고“無逆와i强낭쇼!요…從= ■육. 느性빼。巧細‘ 억 7^ 

이5그(스용=我교스^ 냥자;衣1$ 

©松 

91. 하나님이 내린 계시를 믿으 
라 했을 때1> 우리에게 계시된 것 
을 믿나이다외 라고 대답하되 그 
이후의 것은 그것이 사실임을 확 
증하면서도 불신하도다3》그들이 

1 믿는 자들이라면 그 이전의 선지 
8 자들을 왜 살해 하였는가 그들에 

게 물어보라 

^抄년쑈仏麻뼈必治此 

技성技다^逆대 0孤i 

성^ 쑈씼쇼比띠그接계 

®i士分5以보在!公》느一《以 i 

92. 모세가 예증들을 갖고 너희 
에게 왔으나 그가 없는 동안^ 너 

| 회는 송아지를 숭배했나니 너희는 
우매한 자들이라 

…0沒②식0W々多炎었; j 
©■多머必& 

3 93. 하나님이 너희와 성약을 한 
것과 너희들 위로 시나이 산을 솟 
게하고 너희에게 내려준 것을 지 
키며 그 율법에 귀를 기울이라 했 
을때 우리는 들었으나 당신이 우 

S 리에게 명령한 것은 거절하도다 
1 라고 말하니 그들은 자신들의 불 
I 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E 암송아지 가루의1> 물을 마셔야만 

松^ 넜。必^ifi호^己않노 

、삐때넣H s 
©徒섶與地i賊i 

1 3) 유대인들의 인종적 오만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종복을 통해서 계시된 진리를 불신하 
였다. 유대인들만이 신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보는 오만! 어떻게 한 민족 또는 한 백성만이 
신의 선택을 받도록 되어있단 말인가? 1 

? 91-1) 하나님께서 계시한 꾸란을 믿고 따르라 하니, 

1 2) “우리에게 계시된 구약으로 충족하도다”라고 그들은 대답하였도다. 1 

! 3) 꾸란의 계시가 무함마드를 통하여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그들 성서인 구약에 기록되었음을 
j 그들이 확중하면서도 L 

1 92-1)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으로 시나이 산상으로 가고 없는 동안. | 

j 93-1) 시나이 산상에서 십계명과 율법이 계시된 후 백성들은 엄숙히 지킬 것을 약속하였다, 그런 
데 모세가 산상으로 간후 그가 없는 동안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였다. 이 모습 
올 본 모세는 화가났다. ••그는 그들이 만든 암송아지를 가져가 그것을 볼에 태운후 가루로 

1 만들어 물위에 뿌린다음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것을 마시도록 했으니”(출애굽기. 

| xxxiii. 20), 이 사건이 꾸란에서 비유하여 묘사되고 있다. 암송아지는 불신과 오만의 상징이 



제2장 바까라 : 94-97 28 

했더라 일러가로되 너희가 어떤 
믿음을 가졌다 해도 너희의 믿음 
에는 저주가 있으리라 

94. 일러가로되 하나님 편에 있 
는 내세의 집이 누구도 들어 갈 
수 없는 너희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너희가 진실한 자들이라면 
천국으로 이르는 죽음을 동경하라 

95. 그러나 그들은 전에 그들의 
손으로 저지른 죄의 대가로 결코 
죽음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 실로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의 모든 것 
을 알고 계시노라 

96. 그대는 그들의1》현세 삶에 
대한 탐욕과 불신자들의 탐욕을 
발견하리라 그들 각자는 천년을 
장수하고자 하나 그 장수는 그들 
을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 
이라2》 

97. 일러가로되 가브리엘 천사의1》 

© <3호나;(juSii 分;; 

‘서必^我明어技名심 도 

티必고뱐切썅!逆하해 
以닛紙如넣와比 i 

‘]故5러 

색께多백 ^)3^^ 

고 물에 뿌려진 그 암송아지의 가루는 독약과 갈은 것이며, 유대인들은 그들이 불신한 죄의 
대가로 물에 뿌려진 가루를 마셔야만 했다. 

96- 1) 유대인 
2) 이 말씀이 계시된 동기는 다음과 같이 전하여지고 있다. 

유대인들이 선지자에게 말하길，“주님으로부터 천사들가운데 한 천사가 메시지와 계시를 
가져오지 아니하면 예언자가 아닌데 당신의 천사는 누구요? 우리가 따르고자 하오”라고 하 
니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길，“가브리엘” 천사라고 대답했다. 그들이 말하길 “가브리엘은 전 
쟁과 살인을 일삼은 자로써 우리의 적이도다! 만일 당신이 비를 내리게 하고 자비를 가져온 
”미카엘“천사가 당신께 왔다고 했다면 우리는 당신올 따랐을 것이오”라고 하자 이 말씀이 
계시되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3分2乂 

97- 1) 무함마드 시절 일부 유대인들은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을 가지고 무함마드에게 나타났을때, 

무슬림들의 믿음을 조롱하였다. “미카엘 천사는 이스라엘 자손을 대변하는 가장 훌륭한 왕 
자(다니엘. xii. 1)로 불리웠고，가브리엘 천사의 출현은 두려움을 자아냈으니”(다니엘. viii. 
16-17) 이러한 구실로 미카엘 천사는 그들의 친구였고 가브리엘 천사는 자기들의 적이라는 
구실은 단순히 천사들과 예언자들을 불신한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한 것과 다를바 
없었다.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한 천사를 믿고 다른 천사를 믿으려 하지 않는 그들의 신 
앙은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다. 

품顯，■■법圈^^^^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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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은 하나님의 적이라 말하라 하 
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그대에게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꾸란을 계 
시하셨나니 그것은 이전에 확증되 
었노라 그것은 믿음이 진실한 자 

j 의 길이요 복음이니라 

©최與 

98.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과 
가브리 엘과 미카엘에게의 적은 누 

i 구든지 하나님의 적이거늘 실로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의 대 

; 적이시라 

J仏;，々님多谷 쇼必公 (그心 
® ④多s改5드^6心 

99. 하나님이 그대에게 분명한 
징표를 보냈으니 이단자들 외에는 

§ 이를 불신하지 않으리라 ®《M，j 

100. 그들이 성약을 할 때마다 
그들 가운데 일부가 그것을 불신 
했으니 그들 대다수는 믿음이 없 

| 었더라 

폐义巧홧가雄^1必와해 
© i보정5 

101.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t 한 선지자가1> 왔올때 구약에서 확 

증 되었노라 그런데 그 성서의 백 
ri 성들은 하나님의 성서를 불신하며2> 
" 뒤에서는 모르는 척 하였더라 

成々抄必延松 
筋知상빼H起松分版화好 

©必2改雜^ ; 

102. 그들은 사탄들이 솔로몬 왕 
j 의 권능에 대항하여 허위 진술한 

것을 따랐노라 솔로몬은 이를 불 
1 신하였으나 사탄들은 거역하며 백 
1 성들에게 요술1ᅮ과 또 바벨왕국 시 
1 절의 하루트와 마루트 두 천사에 

씨자^，여1； :; 

公多드多以남호1 생/石i고)？比J 

山다敗起양J物 

1 101-1) 선지자 무함마드 노 
요 2) 이 성서는 꾸란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으나 본 절에서는 구약으로 풀이되고 있다. 즉 구약 ^ 
^ 을 불신하였다 함은 최후의 선지자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된 그 말씀을 불신하였 
5 다는 뜻으로 본다. , 

! 102-1) 마술의 방법과 관습의 행위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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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내려졌던 것 같은 것을2> 가르 
쳤으나 천사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말하길 
우리는 단지 시험에 들었으니 하 
나님의 인도를 불신하지 말라 이 
들로부터 백성들은 남자와 아내를 
구별하는 불화의 요소를 배웠으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들은 어 
느 누구도 해치지 못하노라 그리 
고 그들은 해치는 것과 그들에게 
유용하지 않는 것도 배웠노라 유 
대인들은 요술을 선택한 자들이 
내세에서 행복을 가질 수 없다는 
것도 배웠노라 그들의 영혼을 팔 
아버린 그들위에 저주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으리라3) 

103. 만일 그들이 믿음을 갖고 
악을 멀리하였다면 그들에게는 마 
술을 배운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 
의 보상이 있었을 것이라 

104. 믿는자들이여 선지자에게 
애매모호한 말을 하지 말며 존칭 
어로 말하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 
이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겐 고통 
스러운 벌이 있을 것이라1> 

松必逆J서과 
례匕 t此屈及해往 炎회^ 

。상성、公방命此必I 述旬 
빠t녀巧必，리니 

幻 U 之^ilgjU IC6J文5X51^? 

잤技도채면비的생I 쇼 
©必;及5(多뺐샀街 

逆上 技、與必3的知 쎄災 
急예; 抄 

여상따기J빼 

©삶나版④典폐^ 

105. 성서의 백성들 가운데 믿음 

2) 바벨 왕국 쿠파의 땅에 거주 했던 하루트 왕과 마루트를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시 
했던것(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秘). 

3) 이 계시는 선지자 무함마드가 솔로몬을 언급했을 때 유대인의 교구장들은 “다윗의 아들이 
예언자였다고 주장하는 무함마드가 이상하지 않는가!? 그는《솔로몬) 마술장이가 아니었는 
가?”라고 하자.《솔로몬이 마술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탄들이 마술을 가르쳤느니라)라고 

계시가 내려졌다. 

이 당시는 여러 가지의 마술이 번성하였던 시기로 유대인들은 예언자들올 요술장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천사 하룬과 마룬을 보내어 백성에게 마술이 무엇인지를 가 
르쳐 요술과 기적을 구별하도록 하였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41/2). 

104-1) “라~이나”를 44애매 모호한”말로 표현하였다. “라-이나”는 “리아-야”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류의 복지를 보살핀다”는 뜻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뜻을 조소하기 위하여 철자를 
생략하여 *•투우-나”에서 파생되고 있는 “라ᅳ이나”로 바꾸어 “어리석음”이란 뜻으로 만들 

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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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자들이나 불신자들은 그 
들 주님으로부터 너희들 위에 복 
음이 계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 
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이 선택하여 자비를 베 
푸시니 하나님의 은총은 충만하심 
이라 

106. 어떤 말씀도 폐기하지 아니 
하며 망각케하지 아니하되 보다 
나은 혹은 그와 동등한 말씀으로 
대체하시나니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심을 너희는 모르느뇨1ᄉ 

107. 천지가 하나님께 있음을 너 
회는 알지 않느뇨 그분 외에는 보 
호자도 원조자도 없노라 

108. 모세가 전에 질문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의 선지자께 질문을 
하고자 하느뇨 믿음을 버리며 불 
신하는 자는 바론 길로부터 방황 
하노라 

109. 많은 성서의 백성들은1> 너 
회가 믿음을 가지자 불신하기를 
원하도다 이는 진실이 그대들에게 
명시되매 그들 스스로가 시기하도 
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써쌔.빠以與시與태 

必셔 폐쇼 쑈빼占—^ 

내때t빠病내x起版社比 

必세약p 

私遇 錢射초나次私삯紙노 
©쇄|及: 

必G炎행 一너以起與 
必:版돼 ☆技이화與 
故必炎과 여舍31;幻빠 

106-1) 시대가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모세에게 계시된 말씀이나 예수나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모든 말씀은 그 당시의 필요성과 
시대의 요구에 따라 말씀의 표현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하나님 말씀의 율법은 다를수가 
없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 계시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한 획이라도 폐기，보완되거 
나 삭제되거나 변조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수차례 경고되고 있다. 
한편 꾸란 2장 115절의 말씀이 2장 144절(끼블라 : 기도의 방향)의 말씀으로 폐기된 것처 
럼 보는 것은 큰 잘못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한 장소에만 계신다고 믿지않기 때문 
이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존재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보다 나은 또는 동등한 말씀으로 대 
체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절이 계시된 동기는 다음과 같이 전하여지고 있다. 유대인들이 말하길，“무함마드의 명 
령이 마음에 드는가? 그의•추종자들에게 명령도 했다가 금지도 하고 또 그들에게 서로 다 
르게 명령하니, 오늘은 이 말을 하고 내일은 그 말을 취소하니 이것은 꾸란이 아니고 무함 
마드 자신의 얘기가 아닌가”라고 하자 이 말씀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사파와트 
타파-씨르. 제1권. p.71). 

109-1) 유대인과 기독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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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용서하고 간과 할지니 진 
실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 
능하시니라 

110.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라1ᅭ 너희 스스로를 위해 자선 
을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상 할 것이라 하나님은 너희들 
이 행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 

111.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 아 
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그들은 말하나 그것은 그들의 상 
상에 불과하도다 일러가로되 그들 
이 진실이라면 증거를 제시하라 
말하라 

112. 그러나 하나님께 귀의하여u 
자선을 베푼다면 주님으로부터 보 
상이 있을 것이며 그들에게는 두 
려움도 슬픔도 없을 것이라 

113.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진실이 아닌 것을 따르고 있다 라 
고 말하고1》기독교인은 유대인들 
이 진실이 아닌 것올 따르고 있다 
고 말하며2} 성서를 읽고 있도다3ᅳ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말처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그렇게들 
말하도다4ᅮ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 

必^ 供쟌乂念激?/내， 

淑成⑷氏담起，以其與 
©녀빠 

lj此兵화대的1沙劉 
©起싸起빼 

成 炎^요公炎;必切分: 

能到고與I•必썅0정뵀以 
必고必:淑때;^대해 

110-1》육체적 신앙의 상징인 예배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쓰여질 재물을 바쳐 실천하는 신앙, 

112-1)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를 따르며 

113-1) 유대인들은 예수를 불신하고 기독교는 원래의 종료가 변질된 종교라 말하고(사프와트 타 
과-씨르. 제1권. p.74-75) 

2) 기독교인들은 반대로 유대교가 본래의 것이 아닌 것이라 말하고 있다. 

3) 유대인은 예수를 불신하면서 그들의 종교를 이교도라 말하고，기독교들은 모세를 불신하면 
서 그들의 종교를 불신하였다. “이브누 압바쓰”는 이 말씀이 계시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나즈란 백성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선지자를 찾아 왔을때 유대교의 교구장들 
은 선지자앞에서 논쟁을 하였다. 이때 “라피으 이븐 하르말라”가 말하길, “너희들은 이교 
도들이다.”라고 하면서 예수와 신약을 불신하매，기독교인들 중의 한 남자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길, “너희들이야 말로 이교도들이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구약을 불신했올때 하나님께 
서 이 절을 계시하였다(무크타싸르 이브누 까씨르 1(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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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날 그들이 달리하는 것에 대해 
심판을 하실 것이라 

114. 하나님의 사원에서 하나님 
을 염원하는 것을 막는것 보다 더 
우매한 자 누구뇨 그들의 질투가 
그들을 파멸하고 있지 않느뇨 그 
들을 공포로 몰아 넣으며u 현세에 
서는 수치와 내세에서는 큰 응벌 
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 

115. 동쪽과 서쪽이 하나님에게 
있나니 너희가 어느 방향에 있던 
간에 하나님의 앞에 있노라 진실 
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심 
이라1) 

116. 그들은1>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으니 그분께 찬미를 드리라고 
말하나 그렇지 않노라 천지의 모 
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며 이 모두 
가 하나님께 순종하노라2> 

117.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 
나니 어떤 목적을 두시고 있어라 
말씀하시니 거기에 있더라 

118. 무지한 자들은 이렇게 말하 
도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 
을 하지 않는가 왜 우리에게 계시 

系#고^죠 
상효^i소 

© 化冬版 

到나收與錄따향힘必i 생版 

以안여公않세;犯餘 版 

■賊방 i 냥쒔一#成v: 

험때입대s최究被^ 

4) 그 성서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불신했듯이 마찬가지로 아랍인 가운데 불신자들은 무 
함마드를 불신하였다. 

114- 1) 사원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는 멸망하니 그것은 로마가 예루살렘에서, 

메카 꾸라이쉬족이 카으바 신전에서 무슬림들의 신앙을 막아 그들이 멸망한 것과 다를바 
없다. 

115- 1) 이 말씀은 “끼블라”(예배의 방향)를 잃어버린 자에게 계시된 것으로, 하나님은 어느 곳이 
든 아니 계신곳이 없기 때문에 여행중이거나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예배의 방향을 알 수 
없을 경우에 자기가 서있는 방향을 향해서 예배를 행할 수 있는 것으로 플이되고 있다. 

116- 1) 유대인과 기독교인 
2)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천국이 자기들 것이라 주장하면서, 유대인은 ᅳ아지르”가 하나님 
의 아들이라 주장하고,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며, 불신자들은 천사들 
이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서로 주장하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부정하였다<사프와트 타 
파-씨르. 제1권.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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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리지 않는가 라고 마치 이전 
의 우매한 자들이 그랬듯이 말하 
니 그들의 마음이 닮았도다 하나 
님은 신념을 가진 백성을 위해 계 
시를 내리셨노라 

3接 라뇨안 

，심 5轉여必대致※ 

©빼 1 

119. 하나님은 그대를 진리의 복 
음자로써 그리고 경고자로써 보냈 
나니 지옥의 동반자들에게 관하여 
는 책임은 없노라1> 

© 스3、—。 

120.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그 
대를 기꺼이 맞지 아니하고 그들 
의 신앙을 따르라 할 것이니 하나 
님의 복음이 길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라 그대에게 내려준 지혜 이 
후에도 그들이 그둘의 욕망을 따 
른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받지 못할것이라 

121. 성서를 받은 그들이n 이슬 
람에 귀의하여 을바르게 성서를 
낭송할 때 그들이야말로 믿음을 
올바로 가진 신앙인들이며 이를 
불신한자 멸망하니라 

⑶延빼께我빼해 

必 _ 상染^ 

122.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너희 
들에게 베푼 나의 은혜와 너희들 
을 다른 백성위에 두었던 나의 은 
혜1놓 기억하라 

技政& : 

© •炎起i系 

123. 어느 누구도 서로가 서로에 
게 유용하지 않고 어떤 보상도 수 

此授能軟^^與5典^靜; 

119-1) 믿음이 진실한 신앙인들을 위한 복음으로써，불신자들을 위한 경고로써 이 진리를 보내며， I 
그대가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한 후에는 그들이 믿음을 갖든 또는 
불신하든 그대의 책임이 아니라. 

121- 1) 성서의 백성(구약을 믿는 유대인과 신약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인식 
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읽어 올바른 신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스라엘(야곱》이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I 
그분에게만 순종한 교인이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미스마엘과 함께 하나님을 경 
배하는 상징의 장소로 **카으바”신전을 세워 전 인류가 하나님올 경배하는 중심지로 만들 
었던 것이다. 1 

122- 1) 모세 시대에 있어 하나님올 경배한 이들에게 베푼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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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되지 아니하며 어떤 중재도 효 
용이 없으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날을 두려워 하라 

124. 상기하라1> 주님이 명령으 
로써 아브라함올 시험할때 그는2》 
그것들을 이행하였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사 보라 내가 너를 인류의 
지도자로 임명하도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의 후손으로부터 지도자■ 
들이 있을 것입니까 물으니 말씀 
하사• 나의 약속은 우매한 자들을 
포함하지 않으리라 하시더라 

125. 상기하라 하나님은 그 집을1》 
인류의 안식처 및 성역으로 만들 
었으니 기도를 드리기 위해 아브 
라함이 멈춘 그곳을 경배의 장소 
로 택하라 또한 신전을 도는 사람 
과2>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을 위해 
나의 집을 정화할 것을 아브라함 
과 미스마엘에게 명령하였노라 

126. 아브라함이 기원하였더라 
주여 이곳을 평화로운 곳으로 하 
여 주소서1>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믿는 이들에게 풍성한 과실들을 
주옵소서2ᅭ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 

© 폐紅故聲皮했狀 

혹홧眞⑷합싱聲必서a 伊棟 
J 於0뺐齡빼心제例 U機 

©義幽 

雜v步w ⑬화ᄂ했•힘I 故삯]s 
렇多“ 

心鄕 沒]紙사述此:的《旧故 

124- 1)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 되었지만 앞으로 나오는 우리말의 상기하라는 말은 무함마드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라는 뜻이며 “그대”는 모두가 최후의 선지자 
무함마드를 가르킨다. 

2) 아브라함 

125- 1) “카으바” 신전의 건축은 아브라함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신전은 다음 몇가지 의의 
를 갖고 있다. 
① 그곳은 아_랍부족들의 상업 중심지，시 낭송，강연장 및 경배하는 중심지였고, 
② 그곳은 성역이었으므로 어떤 일정한 시기에는 그 성역안에서 싸움이나 무기 반입이 금 
지되었고 살생도 금지되었다. 그것은 모세 율법시대에 살인자들이 은신 할 수 있었던 
은신처와도 같았고(민수기. XXXV. 6), 또는 중세 유럽에서 범인들을 추적할 수 없었던 
성역과도 갈은 곳이었다. 

③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였으며 오늘날까지도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장소로 보이는 
아브라함 신전이 남아있다. 

126- 1) M이곳은” 맥카를 말하며， 
2) “풍성한 과실들”이란，맥카는 돌산의 계곡에 자리잡은 불모지였으므로 현세의 물질적번영 
을 추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불신자들올 불지옥으로 보낸다”는 계시로 미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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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불신하는 자들을 당분간 만족 
하게 하다가3> 불지옥으로 비참한 
여행이 되게 하리라 

127.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그 
집의 주촛돌을 세우며 주여 저희 
들로부터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 
소서 주여 당신이야 말로 들으시 
고 아시는 분이옵니다 

128. 주여 저희가 무슬림으로서 
당신께로 귀의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 후손들도 무슬림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당신께로 귀의케 하여 
주소서 당신을 경배하는 방법을 
알려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관용을 
베푸소서 당신은 진실로 너그립고 
자비하십니다 

129. 주여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성서와 지혜를 가르쳐1> 그들을 당 
신께로 인도할 선지자를 보내 주 
읍소서 그리고 그들을 청결케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은 위대하시 
고 지혜로 충만하십니다 

130.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반하 
는자 곧 자기 자신을 조롱하는 것 
과 같나니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 
사 세상에 보냈으니 그는 내세에 
서 정의의 편에 있을 것이라 

131. 주님께서 내게로 귀의하라 
고1> 말씀하사 나는 만유의 주이신 
주님께로 귀의했나이다 라고 하더 
라 

句麻歎以廢士섯，網敬i; 
© ;明起과1과 

때솨려故빼 
수]多逆 S 

®9J^\ 

與起媒; 5士以在쒜s 聲 
1其接 S 폐; 我狀藏 

© 太多!影3i 

갖은i三冬세士 

d 년15 々公 ki 사多d 
©《낫서 

보아서 “내세의 번영과 행복”을 의미 할 수 있다. 이슬람은 현세의 행복과 내세의 행복을 
함께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당분간 만족케 한다”함은 현세란 내세를 향하여 잠깐 지나가는 곳이므로 현세에서는 믿 
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적 양식을 주나 영원히 사는 내세에서 
는 불신자들에게 지옥의 벌이 온다는 뜻 

129-1) “지혜”는 무함마드의 전통, 신앙에 관한 지식，이슬람법과 규범을 가르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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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들에 
S 게 그의 종교를 따르라 했으며 야 
! 곱도n 그랬도다 실로 하나님께서 
! 너희를 위해 신앙을 선택하여 주 
! 셨나니2> 그 안에서 무슬림으로 일 
1 생을 마치라 

| 
| 

p 淑홧藏^4>多¥ 文^义 
©路^效起系^재必 1 

! 
I 

133. 야곱이 죽음에 이를때 너희 
! 가 지켜보고 있었나니 야곱이 그 
I 의 자손들에게 내 다음에 너회는 
| 무엇을 경배할 것인가 라고 물으 
1 니 당신의 신이며 당신의 선지자 
1 인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의 
5 신인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분에 
1 게만 순종할 것이라 대답하더라 

的15 的i 雄성和必士쑈雄匕 然l 

©여‘4(與！ 

S 134. 이들은 지나가버린 민족이 
1 라 그들의 것은 그들이 얻은 것이 
[ 요 너희들의 것은 너희들이 얻은 
1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무엇을 했 
} 는가에 관해서 질문을 받지 않을 
| 것이라 

誤외私4=3; 起次切射t：於^的 
© 여^“炎逆)i 

1 135. 그들이 말하길n 유대인이 
? 나 기독교인들이 되어라 그러하면 

너희가 옳은 길로 인도되리라 일 
1 러가로되 우리는 가장 올바른 아 
브라함의 종교를 따르노라 그분은 

j 우상숭배자가 아니었노라와 

難此쇼:해향《乂고雄쑈행應 
@ 述與。缺路1誤: 

1 136. 말하라1> 우리는 하나님을 絶雄此%此路 致多 

5 131-1)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하라 

5 132-1) 야곱도 그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르라 하였다. 

2) 아브라함과 야곱이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슬람을 너희 종교로 선택했다는 이야기 

S 135-1) 유대인과 기독교인，즉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되어야 복을 받을것이라 말하고 기독교인은 f 
1 기독교인이 되어야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각자의 주장 
1 2) “하니프" : 정교의，믿음이 온전한，진실한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1 유대인들이 우상을 승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여 통일성을 잃었고 기독교는 삼위일 1 

체설로써 유일신 사상에서 벗어났다. 1 
그러나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온전한 유일신 사상을 따른다. _ 

1 136-1) 무슬림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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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2> 우리에게 계시된 것과 아브 
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계시된 것 
과 모세와 예수가 계시 받은 것과 
선지자들이 그들의 주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것을 믿나이다 우리는 
그들 어느 누구도 선별치 아니하 
며 오직 그분에게만 순종할 따름 
이라 

137. 너희가 믿는 것처럼 그들이 
믿을 때 그들은 올바른 길로 인도 
되리라 그러나 그들이 배반 한다 
면 그들은 지옥에 빠질 것이며 하 
나님께서는 그대를 그들에 대항하 
도록 충만하게 할 것이니 그분은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시라 

138.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 
례를 받나니 세례함에 하나님보다 
나은자가 누구이뇨 우리는 그분에 
게 경배하는 종들이라n 

139. 일러가로되 너희는 우리의 
주님이요 너회의 주님이신 하나님 
에 관해 논쟁을 하느뇨 우리의 것 
은 우리의 일이요 너희의 일은 너 
회의 일이로다1〉우리는 그분만올 

셔犯J按^3“% 

©여사 스起次5 

t好必;입抑多、;■유J◎德 
以必秘必벼년S此公轉 

幻 짜띠와녀^★수 

2) 이 절은 바로 이슬람의 기본교리를 제시하고 있다. 

① 하나님만올 경배하는 유일신 사상과 
② 무함마드를 통하여 계시된 말씀，즉 꾸란올 믿고 
③ 모든 예언자들에게 계시된 말씀, 즉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수후프”와 모세에게 계시된 

구약. 
④ 모든 예언자들을 믿고 따른다. 

138- 1) “시브가”는 세례 또는 영세라는 뜻으로 언어적 해석은 염색 또는 색깔을 의미한다. 아랍 
기독교인들은 물에다 색깔을 넣어 세례을 받았는데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인생의 새로운 색 

깔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이슬람에서의 영세 또는 세례라 함은 직접적인 하 
나님의 영세를 의미하며 u시브가”(색깔》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시브가”가 "이슬람”으로 풀이 될 수도 있다. 

기독교인들이 자손들을 물로써 세례를 하자 하나님께서 “시브가타 알라” 즉 이슬람으로 
세례하라는 은유로 계시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편으로는 세례를 함으로써 기독교인이 되는데 반하여 이슬람에 귀의하고자 할 때 
“목욕”하는 것으로 “시브가”를 풀이하는 학자도 있다. 

139- 1)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보상과 책임은 우리가 질 것이며 너희가 행한 것에 대한 보상과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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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배하노라 

j 140.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스마 
엘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 

1 이 유대인 혹은 기독교인들이라 
1 말하느뇨 일러가로되 너희들이 하 

나님보다 더 잘 아느뇨 하나님으 
i 로부터 계시 받은 증언을 숨기는 
1 자보다 더 사악한 자가 누구이뇨 
1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는 일을 
모르는 분이 아니시라 

교벼; 쏘빠 

必 최狂빠^u; 

: 
. j； 

141. 이들은 지나가버린 한 백성 
이라 그들은 그들이 행한 것을 얻 

1 을 것이요 너희는 너희가 행한 것 
j 을 얻을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무 
! 엇을 했는가에 관해서 질문을 받 
j 지 않을 것이라 

心公회흑의Wjhsfia 새疏 I 

©성江4必炎쓰있 
1 

j 142.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도다 
S 그들이 예배하던 예배의 방향을 

무엇이 바꾸었느뇨 일러 가로되 
동서가 하나님안에 있으며 그분께 
서는 믿음이 진실한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니라1〉 

많 ^◎부 f상;匕 ucjSlK노따1^1,必| 

빠必쒼때쇼께_ ] 

©폐읾 i 

； 143. 그리하여 하나님은 너희들 
에게 중용의 ^ 공동체를 선정했 

| 나니 너희는 그 공동체의 증인이 
! 될 것이며 그 선지자가 너희들에 
i 게 한 증인이 되리라 또한 너희가 
5 그 전에 향했던 기도의 방향을^ 

쑈Su鄕多近최換^더抄^!應 5 

以必破調公최幽1 :: 

染최화 o接■化明a i 

임은 너희가 책임질 것으로 어느 누구도 타인의 행위를 대신 할 수 없다는 뜻 

142-1) “알바라”에 의해 전하여 오길，선지자께서 메디나에 오셨을때 약 16개월에서 17개월 가량 
1 은 예루살렘올 향해 예배를 하였다. 그후 선지자께서 메카에 있는 카으바 신전올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올 때 하나님께서 다음의 계시를 내렸다. 

S 우리는 그대의 얼굴이 하늘로 향한 것을 보고 있도다(2장 144절). 그러자 어리석은 유대인 혹 
들이, “그들이 예배하던 기도의 방향을 무엇이 변경하는가?”라고 하자 이 절이 계시된 것 

1 으로 전하여지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87). j 

I 143-1) “중용의 공동체”라함은 이슬람의 본질가운데 하나로 중용은 편견과 아집을 배제한다는 의 
j 미와 함께，하나님의 집 카으바 신전은 전세계 모든 인류를 위한 신전이므로 지역적으로도 S 
| 동, 서，남; 북의 한 중심지에 있게되어 “중앙”이란 지역적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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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했나니 이는 선지자를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를 구별코자 
함이라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자들에게는 커다란 시험 
이나 하나님께서 너희의 믿음을 
좌절시키지 아니했으니 하나님은 
실로 온 인류에게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분이시라3> 

144.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한 그 
대의 얼굴을 보고 있었노라 그대 
가 원하는 기도의 방향을 향하게 
하리라1ᅭ 그대의 고개를 영원한 경 
배의 장소로 향하라 어디에 있든 
그 쪽으로 고개를 향할지니 성서 
를 계시받은 이들은 이 계시가 그 
들의 주님으로부터 온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2) 하나님은 그들 
이 하는것에 대해 모르는 분이 아 
니시라 

145. 그대가 성서의 백성들에게 
모든 성약을 가져온다 해도 그들 
은 그대의 기도의 방향을 따르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대도 그들의 
기도의 방향을 따르지 않을 것이 
라 그들은1》서로가 서로의 기도의 
방향을 따르지 않도다2> 지혜가 그 
대에게 온 후에도 만약 그들의 회 

物^ U?犯'고■셨 
© 接^此홧》均！^홧 

5했士與敬■상하別 흙敗成 
©化약與d此; 

빼與强技뺐跡以峰짼i 

接•뼈好；紙淑^ 
士3 公유도一系고고각파S多I생!; 

2) 예배의 방향이 예루살렘에서 “카으바”로 변경되자 사람들이 묻기를，“이미 고인이 된 선조 
들은 예배의 방향이 변경되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를 했는데 이 선조들은 어떻게 
됨니까?”라고 묻자 u실로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라는 말씀이 
계시되었다. 

3) 예배의 방향이 메카 카으바 신전으로 옮겨지기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를 근행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됨니까? 라고 질문올 받았을 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 충만 하심이도 
다”라는 절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期). 

144-1) 무함마드 그대가 원하는 방향을 그대의 선조 아브라함의 기도방향 **카으바"신전으로 향하 
게 하리라. 

2) 예배의 방향을 예루살렘에서 메카 카으바 신전으로 전환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의 
심올 하였다. 

145-1) 유대인과 기독교인 
2) 기독교인은 유대인의 기도방향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한 유대인은 기독교인의 기도방향을 
따르지 아니하며 모두가 이스라엘 자손이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감을 갖는 둥 다른 
점들이 많았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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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에 따른다면 그대 또 한 우매한 
1 자 중의 한 사람이 될 것이라 

146. 그 성서의 백성들은 그들의 
1 자손들을 알고 있듯 그를1> 알고 
I 있으면서도 그들이 알고 있는 사 
1 실을화 숨기고 있도다 

좌技起，成就跡 
j 

147.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계시 
\ 된 진리이니 의심하는자 되지말라1) 

148. 모든 인간은 그가 지향하는 
S 목적이1> 있나니 선을 행함에 서로 

경쟁하라 너희가 어디에 있던 하 
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진실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 
전능 하시니라 

藏i 參^雜 | 
々초公테兵UE士“i빚“起 j 

149. 그대가 어디로 여행을 하던 
하람원으로 고개를 돌리라 이것 
은 그대 주님으로부터의 진리이며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 
을 알고 계시니라1유 

■到一與⑶與※路&5 J 
©心裝^版•誠화 ; 

150. 그대가 어느 곳으로 여행을 
I 하던 그대의 얼굴을 하람사원으로 

돌릴 것이며 너희가 어디에 있던 
i 얼굴을 그 쪽으로 향할지니1) 악을 
；： 지향하는자 외에는 ol무도 이의를 
J 제의치 않을 것이라 그대는 그들 
| 을 두려워 말며 나만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의 은혜가 너희 위에 

々難※!爲의상^ ! 
轉⑯。鄕述■起松!效紙 ； 

染穴1與必致轉切難必，1 : 

te松約與《典 j 

! 146ᅲ1》무함마드 |i 1 2) 구약과 신약에 “아흐마드”이란 이름으로 최후의 선지자가 온다는 사실 

I 147-1) 하나님이 계시한 기도의 방향과 그 종교가 진리이니 이슬람 공동체는 이를 의심해서는 아 1 
J 니된다는 의미 | 

! 148-1) "후와”(그것)을 “목적”으로 풀이하는 학자와，“끼블라”(예배의 방향)로 해석하면서 움마(이 I 
； 슬람의 공동체)가 지향할 방향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 

I 149-1) 여행자에 대한 예배의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여행자도 거주민과 마찬가지로 예배의 방향 1 
J 은 하람사원으로 메카에 있는 카으바 신전을 가르킨다. 5 

\ 150-1) 예배를 드릴때는 카으바 신전을 향해야 한다는 것은 3번째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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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만케하여 옳은 길로 인도되게 
하리라 

151. 하나님은 너희들 중 한 사 
람을 한 선지자로 보내어 너희들 
에게 그분의 말씀1ᅮ을 낭송하고 너 
희들을 성결케하며 율법과 지혜를 
가르치니 너희들이 모르는 것을 

| 일깨워 주도다 

쇼寒; 轉與^炎藏5應^於 
©义^ 빠效抄女_多 

152. 너희가 나를 염원하매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니 내게 감 
사하고 거역하지 말라… 

-빠抄多U沒%淑 

153. 믿는자들이여 인내와 예배 
로써 구원하라 실로 하나님은 인 
내하는 자 편에 있노라11 

우公(조우째및격고호々엔 
©용，1 ' 

154. 순교자들이 죽었다고 말하 
지 말라 그들은 살아 있으되 너희 

1 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을 뿐이라 

tl)앞⑮以往!P남|<뜨技 i향!자遠多넷; 

155. 하나님은 두려움과 기아로 
써 재산과 가족과 곡식들을 손실 
케하여 너희들을 시험할 것이라 

그러나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복음 
이 있으리라 

« 대과벼後媒效 
©爲^남紙逆!！; ； 

156. 재앙이 있을때 오 주여 우 
리는 주안에 있으며 주께로 돌아 
가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자 있나니 

넜心■與起成熟고빼 

©좌 

157. 그들위에 주님의 축복과 은 
헤가 있어 그들은 올바론 길로 인 

I 도 되리라 

©；以5넓우今S3 유技쇼5 창나써^의/f 

! 151-1) 꾸란 

152- 1) 경배하고 순종함으로써 나 하나님을 염원하라. 그리하면 “나”는 보상과 관용으로 너희들을 
I 기억하리라. 모세가, ■•주여! 제가 당신께 어떻게 감사 드려야 합니까?”라고 질문 했을때, 

“나만을 염원하되 잊지 아니하며, 나만을 염원 했다면 내게 감사한 것이 될 것이요 나를 
망각 했다면 나를 불신한 것이 되느니라”라고 주님께서 대답하였다<이브누 까씨르 알무크 
타싸르 142/1). 1 

153- 1) 인내는 모든 은혜를 얻으며 예배는 모든 악을 제거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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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사파와 마르와 동산은 하나 
님의 징표이나니 하나님의 집을 
방문하여 대순례나 소순례를 하는 

S 것은 죄악이 아니거늘 스스로 선 
을 실천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보 

1 상으로 응답하시니라1> 

:策낫워私次겨삶쇼數！5대致 
조，舊1私：;、■해效， 

©나藏t的 1 

£ 159. 실로 성세》에서 확중한 말 
씀과 하나님이 계시한 진리를 감 

1 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저 
| 주할 힘을 가진 자들의 저주를 받 

을 것이라외 

必故너:必i정 1(⑷，。및政隨 
技 ti災도푀义갰년。뺐起 t 

©(삶災起J 

160. 그러나 속죄하고 수정하며 
S 진리를 밝히는 자들은 제외가 되 

나니 나1>는 그들 위에 관용을 베 
풀리라 실로 나는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니라 

接빼衣 I炎;;|띠; 賊以lit 

©以，스_被# 

161. 믿음올 부정하며 불신자로 
죽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천 
사들과 진실한 사람들의 저주만이 

( 있을 뿐이라 

#轉文巡災接에浴立一교 
©三⑷니段!/多作ST 

162. 그들은 지옥에서 영주하고 
i 벌이 경감되지 않을 것이며 고통 

이 잠시도 모면 되지 않을 것이라 

I 158-1) **사파”와 **마르와”는 조그마한 동산으로써 지금은 메카에 있는 하람사원(마쓰지둘하람》안 
에 있다. 성지순례(하지 및 우무라)로 이곳을 찾는 신도들은 “싸이”(사파와 마르와 두 동 
산사이를 7차례 걷다가 뛰다가 하는 것)를 한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부인 하갈이 어린 이 
스마엘이 사막의 열사와 갈중으로 사경에 이르자 이 두 동산 사이를 뛰면서 하나님께 물 

5 을 구원하였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하사 “잠잠”우물을 주었는데 이 두 동산 가까이에 
1 있다. 

s 이절은 그 당시 아랍 이교도들이 남, 여 우상을 이곳에 갖다두고서 초기 무슬림들을 욕되 
게 하자 “사파와 마르와 동산은 하나님의 상징이나니”라는 말씀이 계시된 것으로 전해지 

용 고 있다. 

159-1) 무함마드가 예언자로 을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성서(구약)에 기록되어 있다. 이 사실올 부 
1 인하는 자는 

첫째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둘째 천사들의 저주를 받으며 
셋째 진실한 신앙인들의 저주를 받게 되리라는 예시이다. 

160-1) 본절의 “나”는 하나님을 가르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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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너희들의 하나님은 한분이 
사■ 그분 외에는 신이 없으며 그분 
은 은혜와 지혜로 충만하시니라 

164. 보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밤 
과 낮을 구별케 하셨으며 사람들 
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바다를 
달리는 배들을 두셨고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 죽은 땅을 재생하시며 
그곳에 모든 종류의 짐승들을 퍼 
뜨리셨고 바람을 두시매 구름은 
천지에서 하나님의 운용에 순종하 
나니 이것이 바로 이성을 가진 자 
를 위한 예증이라1> 

165. 그러나 무리가운데 하나님 
외에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들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사 
랑하나 믿음이 있는 자의 신앙은 
우상 숭배자보다 강하도다 우매한 
자들은 응벌을 맛볼 것이라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있으며 실로 하 
나님의 벌은 강하니라 

166. 추종받던 자들이 그들을 따 
르던 추종자들을 의절하니 그들은 
응벌을 맛볼것이며 그들 사이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노라 

167. 추종자들이 말하도다 우리 
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들이 우리를 의절했던 것처럼 우 
리도 그들과 의절하리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들을 그 
들에게 밝히시니 그들은 불지옥으 
로부터 피하지 못하니라 

旧必쌌潮效)1; 

꾀도々'‘》—’;‘■以！七;혹하 
技)f 2皮巧; 과4 兵#생 심해? 

와技冗5 •法。고체 (jf 

님⑵강次以‘교々가分S 장公e면^ 

© 및심夕U述i체! 

《유별51모냐님;々江#》여刺“ 

년과께^，꽤최와 

©구53i冬^mi 

이 6萬G!향 I 心功。1향從g施與1 

!；%띠^ 起TG!(炎!!^요셋 

츈，在_必 

164-1) 창조주는 그분의 형상을 직접 보이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지혜로써 창조주의 유일성과 창 
조주의 존재하심과 모든 만물이 창조주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창조주가 한 분이 아니고 둘 이상이라면 서로의 경쟁으로 인하여 우주의 질서와 조화 
는 파괴 되었을 것이며，책상이 있는 것은 그것을 만들 목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듯이，이 우 
주와 만물이 있는 것은 그것을 창조한 창조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밤과 낮의 구별 
이 있고, 계절이 있으며，눈이 오고 비가 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창조주의 섭리와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모든 만물이 창조주의 섭리에 순종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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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사람들이여 지상에 있는 허 
용된 좋은 것을 먹되 사탄의 발자 
국을 따르지 말라 그는 실로 너희 
들의 반역자라 

以染^k效|抄^此與雜 
© ■후^公 

169. 실로 사탄은 사악함과 수치 
스러운 일들을 너희들에게 명령하 
며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들이 알 
지 못하는 바를 중상하도다1》 

©心均此; J 

170.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계 
시한 길을1ᅭ 따르라 하니 선조의 
길을 따르겠다고 말하더라 가로되 
그들 선조들은 지혜도 없었으며 안 
내도 못 받았지 않했더뇨 

淨抄加에的 t•따必技能 
빼此特典檢假 ! 

171. 불신자들을 비유하매 목동 
이 양떼를 고함질러 부르나 그말 
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리로 밖엔 
들리지 아니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귀머거리요 벙어리며 장님 
이라 

與;^■예，뼈 S 
©빼셨於 炎多祈C起取 

172. 믿음을 가진자들이여 하나 
님이 너희에게 부여한 양식중 좋 
은 것을 먹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라 

雜和我版與!A⑶跡 ! 
@ 여•公나此必均; 1 

1 

173.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 ^ 

를 먹지말라1> 또한 하나님의 이름 | 
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도 먹 
지말라2> 그러나 고의가 아니고 어 
쩔수 없이 먹을 경우는 죄악이 아 

노체•策均 i 

起년_15니^찌^j 

©폐 ; 

169*1)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금지하고，금지한 것은 권고하며 인간들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도 
록 하는 행위. 

170-1) 무지와 암흑과 방황속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복음인 꾸란 

173-1) 죽은 고기라 함은 육식동물로써 식용으로 도살된 고기가 아니며 어떤 이유로 인하여 죽은 
동물의 고기. 물론 바다의 물고기 또는 바다 동물의 고기는 허용되는 것으로 대다수 학자 
들은 풀이하고 있으나, 일부 학자들은 육식동물과 유사한 바다 동물의 죽은 고기도 허용되 
지 않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2) 제단에 을리기 위해 도살된 고기，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하지 않고 우상의 이름으로 
도살된 고기도 금지되고 있다. 식용으로 짐승을 도살할 때는 “비쓰밀라”(하나님의 이름으 
로)，알라후 아크바르(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다》라는 꾸란 구절을 암송하고서 도살하게 

■函錢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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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했거늘3> 하나님은 진실로 관 
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174. 하나님이 성서에서 계시한 
것을 감추고1> 하잘것 없는 것을 
얻고자 하는 자 그들은 그의 복중 
에 유황불을 삼키는 것과 갈으며 
부활의 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들을 순화시켜주지 
도 않으시니 그들에겐 엄한 벌이 
있을 뿐이라 

175. 그들은 진리를 버리고 방황 
을 택하였으며 관용을 마다하고 
벌을 원하였나니 그들이 유황불 
위에서 참을 수 있단 말이뇨 

176. 그것은1》하나님께서 그 성 
서를 진리로 보내셨는데 그 성서 
에 이의를 제기하여 분열을 초래 
했기 때문이라 

177. 동서로 고개를 돌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거늘1ᅭ 진정한 
신앙이란 하나님과 내세와 천사들 
과 성서들과 선지자들을 믿고 하 
나님을 위해서 가까운 친지들에게 
고아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 
비가 떨어진 여행자에게 구걸하는 
자와 노예를 해방시켜준 자에게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내며 
약속을 했을때는 약속을 이행하고 

B 免과상폐때■마 

© 射고;此 

vtS3 나나⑫ V系心;고心•화고 
©，炎效그於約납 t 

品功 ar多、성 | 
©必 與減나執i 與의 

최 여此與別炎■必 
올占노짚’;복S시I청,삶; 

此 八K1냔네요^i 

네，必〜너 때 
다r때必其雜씼 I 私分책;能 
^ 技主>、; 於妙如^라 

되어있다. 자세한 도살법은 하디쓰 40선(최영길 번역 및 해석 p.74참조) 

3) 기아의 상태에서 생명이 위험할 때，목숨을 구할 때，또는 알지못하고 무의식 중에 먹었을 
때는 허용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74-1) 구약에 예언된 무함마드가 예언자로 온다는 기록을 숨겼던 유대인들의 교구장들에게 계시 
된 말씀이다(알파크르 알라-지 2分5). 

176-1) 유황불속에서 벌올 받게 된 것은 

177-1) 진실한 신앙이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사람으로써 ① 신앙에 진실하고 성실하며，② 
진실과 성실은 자선을 실천 함으로써 행위의 모범이 되며, ③ 어떠한 환경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강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한 자세로써, ④ 사회조직에 협조하는 선량한 시민이 될 때 
진실한 신앙인으로 묘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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葬^，^獨MIMS理因理皮强到!每 

© 여必램성匕⑶취t?妙 

切_년;다炎G必臟 ■歎: 

© 淑令版好雜육이胡夕◎爲- 

고통과 역경에서는 참고 인내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의 길이며2> 이들 
이야말로 진실하게 사는 의로운 
사람들이라 

178. 믿는자들이여 살인의 경우 
자유인 대 자유인 종복 대 종복 
여성 대 여성으로 동등한 처벌규 
정이 기록되어 있노라 그러나 피 
해자의 형제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는 감사의 보상을 해야 되나니 
보호자는 계율을 따른 것이라 이 
것은 너희 주님으로부터 감형과 
자비로다 그후 범행을 범한자는 
고통스러운 징벌이 그에게 있을 
것이라1> 

179. 이 동등한 처벌법은 생명을 
보호함에 있나니 현명한 사람들이 
여 스스로를 자제할 것이라 

180. 너희 가운데 죽음이 다가온 
자는 재산을 남기게 되나니 그는 
부모들과 가까운 친척들에게 글로 
서 유언올 남기라1> 이것은 하나님 
을 두려워하는 모든 신앙인의 의 
무라 

2) 지금까지는 종교의 원리와 이스라엘 자손의 창조주에 대한 불신에 관한 말씀이 계시되었 
다. 그러나 본 절부터는 바까라 장의 대다수가 이슬람법에 관한 계시다. 

178-1) 이슬람이전 사회에서는 무서운 보복행위가 찾았으나 이슬람이 도래함으로써 경감 및 완화 
되었다. 보다 나은 정의사회를 구현하는데는 우선 자비와 관용의 촉구를 우선으로 하면서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남성이 남성을，여성이 여성을 살해 하였을 
경우 그와 동등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동등한 권리로 부유한 사람이，지위가 높은 사 
탐이，사회의 유명한 사람이 살해 당했다하여 그의 생명이 빈자，또는 하류계급 사람들의 
2-3명의 생명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것 만큼만 처벌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피해를 준 만큼의 처벌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양 당사 

자는 그 이상의 요구，그 이상의 처벌은 지위고하를，빈부의 차이를 막론하고 요구할 수 
없으며 요구 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다수의 번역된 꾸란에서는 ᅳ끼싸-쓰”를 보 
복(Retaliation)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앞서 풀이된 것으로 보아서는 “동등한 처벌”로 풀이 
해야함이 원래의 의미에 가까운 것으로 본다. 

이 당시 이스라엘 자손 즉 유대인들은 동둥한 처벌법(끼싸-쓰)만 있었고 보상제도(디야) 

가 없었으며, 기독교에서는 그 반대로 동둥한 처벌(끼싸-쓰)은 없었고« 보상제도(디야)만 
있었으나 이슬람에서는 동등한 처벌(끼싸-쓰), 보상제도(디야)，관용(아프우)의 세가지가 
적용되고 있다. 

180-1) 공정하게 양도하되 +를 넘지 아니하고 부유한 사람에게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빼써쇼셔 Id此 

"식製藏却必必돼^ 상 
© ‘⑯必齡묫따、태必 

■資^^라^通■향■뼈■행致^^^별^^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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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々《5드시다0품 久과 y 公움 O 
® i?《心：일라1행^ 

182. 그러나 유언 작성자의 편견 
이나 부정으로 죄악스러움을 두려 
워 한다면 그 두 당사자 사이를 
화해시킬 것이니 이는 죄악이 아 
니라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 
로 충만하심이라 

183. 너희 선임자들에게 단식이 
의무화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도 단식은1ᄎ 의무라 자제 
함을 통하여 의로워질 것이라 

184. 정하여진 날에 단식을 행하 
면 되나u 병중에 있거나 여행중에 
있을 때는 다른 날로 대용하되 불 
쌍한 자를 배부르게하여 속죄하라 
그러나 스스로 지킬 경우는 더 많 
은 보상이 있으며 단식을 행함은 
너희에게 더욱 좋으니라 실로 너 
회는 알게 될 것이라2> 

사람들에게 양도되는 것이다. 본절이 계시될 때까지의 유산 분배법이었으나 후에 재산분 
배법에 관한 다른 말씀이 계시되었다(사프와트 타과-씨르 제1권. pi沈). 

183- 1) 라마단 달의 단식의 언어적 의미는，무엇을 정지 또는 중단 하는 것으로 o}부 우베이다는 
음식이나 대화 또는 활용하는 것을 중지하는 모든 행위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이슬람에 
서의 단식은 단식을 하는 의도와 더불어 낮에 음식과 음료수와 부부생활을 중단하는 것을 
가르킨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06-107). 

184- 1) 하나님께서는 라마단 달에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에게도 단식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런데 
유대인은 한달 동안올 지키지 아니하고 일년중 하루，즉 그들이 말하는 파라오가 익사한 
그날 하루만 단식 하였으며，기독교인들은 라마단 달 단식을 실천하고 있었는데 열사의 
무더위가 그들을 엄습하자 기후 변화가 없는 다른 기간으로 바꾸었다. 그대신 10일을 더 
추가했다. 그후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그들의 왕이 병을 앓게되자 7일동안 더 단식할 것을 
맹세하였다. 그후 다른 왕이 군림하여 말하길, 3일을 더 추가하는 것이 어떤가? 라고 말하 
자 3일을 추가하여 50일이 되었다. 
(하싼에 의해서 전하여 지고 있음 : 알타프씨르 알카비르 7公5) 

2) 어려움을 무릅쓰고 단식을 실천하는 자에게 보상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즉 나이가 많은 
노인들, 또는 특수 환경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단식을 했올때 보상이 있음올 의 
미한다. 샤피 법학자는 임신중이거나 어린이에게 젖을 먹이는 유모까지도 포함하고 있으 
나，샤피를 제외한 다른 학자들은 임신중이거나 젖올 먹이는 유모가 단식을 할 수 있더라 
도 단식을 연기하는 것이 더 낫다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蟲;^終妙 

빼땠，巡故，'향 
©(쑈2移幻炎家노述一多 

i: 必힘과以와 
(과빼뺐아;갖^^起 
棟휴多쌌，於^賊 

©여；松있效終！^ 

181. 그러나 유언을 듣고서 그것 
을 변조하는자 있나니 변조하는 
것은 죄악이라 실로 하나님은 모 
든 것을 들으시고 아시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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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사람을 위한 복음으로 그리 
고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라마단 
달에 꾸란이 계시되었나니 그달에 
임하는 너희 모두는 단식을 하라 
그러나 병중이거나 여행중일 경우 
는 다른 날로 대체하면 되니라 하 
나님은 너희로 하여금 고충을 원 
치 않으시니 그 일정을1》채우고 
너희로 하여금 편의를 원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하라 

186. 나의 종복들이 그대에게 나 
에 관해 물을때 나는 너희들 가까 
이서 내게 예배하는 자들의 소원 
에 응답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부 
름에 따르라 나를 믿는 자들은 올 
바른 길로 인도되리라1> 

187. 단식날 밤 너희 아내에게 
다가가는 것을 허락하노라 그녀들 
은 너희들을 위한 의상이요 너희 
들은 그녀들을 위한 의상이니라1> 
하나님께서는 너회들이 은밀히 행 
하는 것을 알고 계시나2> 너희들에 
게 용서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셨 
노라 그러나 지금은 그녀들과 잠자 
리를 같이 하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추구하고 하안실이 검은실과 
구별되는 아침 새벽까지 먹고 마시 
라 그런다음 밤이 올때까지 단식 

185*1) 라마단 달의 일수대로 단식해야 한다는 뜻. 

C최刀쑈心I成 oi必典犯희 

^2^0^ ⑥ 多心나'!우1占5심在; 

홋八)린花4以乂 

;깃빠起고요정^技“도로 겨?野은5 

的 

회&政空iiOi?蘇雄典 ^ 
© 쇼?3左^도 

々유수어⑶ u여행少않 
，되梅^ 抄 巧; 與 J각 

대往‘仏往“以떠 j效仏多改 

J대抄減/與일必다성b방炎? 

강와士;챗士(5권1 후I화 
與; 故片轉;⑷ JU여I 成 
此⑯炎知名그故/하썻년必多 

1從-1》한 무리의 아랍인들이 선지자께 묻기를，무함마드여! 우리들의 주님은 가까이에 계시는가? 
아니면 멀리 계시는가? 가까이 계시면 그분께 속삭여 보고 멀리 계시면 불러보자 라고 하 
자 “나는 그대들 가까이 있어 내게 예배하는 자들의 소원에 응답하도다”라는 말씀이 계시 
된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07). 

187-1) 의복이 인간의 몸을 감싸주고 덮어주며 보호하여 주듯 남편은 부인을, 부인은 남편을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은유법으로 묘사하고 있다. 성 생활도 상 
부상조함을 내포하고 있다. 

2) 이슬람초기 라마단 달에는 밤이나 낮이나 라마단 기간이 끝날때까지 부부생활이 금지되었 
다. 이로인해 남성들은 여성들을 기만하거나 배신한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알고 있느니라”라는 계시가 내린 것으로 “부카리”가 전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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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공격하지 말라 하나님은 공격하 
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니라1ᅭ 

191. 그들을 발견한 곳에서 그들 
에게 투쟁하고 그들이 너희들을 
추방한 곳으로부터 그들을 추방하 
라 박해는 살해보다 더 가혹하니 
라1》그들이 하람사원에서 너희들 
을 살해하지 않는한 그들을 살해 
하지 말라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서 살해할 때는 살해하라 이것은 
불신자들에 대한 보상이라 

192. 만약 그들이 싸움을 단념한 
다면1》하나님은 그들을 관용과 은 
총으로 충만케 하시니라 

193. 박해가 사라질 때까지 그들 
에게 대항하라1> 이는 하나님을 위 
한 신앙이니라 그들이 박해를 단 
념한다면2) 우매한 자들을 제외하 

고는 적대시 하지 말라 

194. 살생이 금지된 달은 성스러 
운 달이거늘 살생을 금하노라 그 
러나 너희를 공격할 때는 그들이 
공격했던 것처럼 그들을 공격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 
깨서는 의로운 신앙인들과 함께 
하시니라1> 

© 상스규4짓상、호fu쇼와女J 

丄^，째公^ 
고향쌌々心滅병以보화 
쟁松 j沒明“몌베타 

後^벼해;느향 

© 裝^화빼故BU與 

故J 以，객(我와성與 
© 逆一I少넷^고炎1與5내必 

必뼈돼벼!과회必疏 
，너돼成分與;效•이교 

© 5최I사표I경들在리;견성화; 

190- 1) 이슬람에서는 먼저 공격하는 것은 배제되어 있으나 적이 선제 공격을 했을 경우는 자체방 
어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적의 여성，어린이，노인，허약자 그리고 나무나 곡식등에는 피 
해를 주지 말라고 하였다. 

191- 1) 헤즈라 6년 “후데이비야”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가 있었다. 이 당시 이슬람이 번성하기 
시작함으로서 영향력을 가진 무슬림 공동사회가 조성되자 많은 불신자 및 이교도들이 맥 
카로부터 추방을 당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이들은 무슬림들을 학살하고 우무라 및 성지 
순례를 방해하는 둥 무슬림들과의 휴전조약을 깨뜨리고 그곳의 무슬림에 대한 박해가 심 
하여지자 이 계시가>내려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1敗-1) 불신을 버리고 회개하여 믿음을 갖게 될 때 

193-1) 지상에서 불신자가 없어져 하나님의 종교가 다른 종교들올 지배 할 때까지 
2) 불신을 버리고 회개하여 믿음올 가질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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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하나님을 위해서 재산을 사 
용하되 너희 스스로 파괴를 초래 
하지 말라 자선을 행하라 하나님 

은 자선을 행하는 그들을 사랑하 
시니라 

196. 하나님을 위해 대순례와 소 
순례를 행하라1} 할 수 없을 경우 
는 네가 할 수 있는 제물을 바칠 
것이요2> 그 제물이 제단에 오를때 
까지는 머리를 깍지 말것이며 너 
희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머리에 
상처가 있을때는 머리를 깍아도 
되나 단식으로써 또는 가난한 자 
들에게 음식을 주거나 혹은 제물 
로 바쳐 보상토록 하라3〉너희가 
평안할 때 희망하는 자는 소순례 
로부터 대순례까지 계속하고 할 
수 있는 제물을 바쳐야 되며 만일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는 순례기 
간 중 삼일간을 단식하고 집에 돌 
아와 일곱날을 단식하여 열흘을 
채워야 하니 이것은 성역밖에 있 
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벌이 
엄하심을 알라 

197. 대순례는 명시된 달에 행하 
되1> 순례를 행하는 자는 성욕과 

松섰쾨마必컁起系述; 

與旧成衣與旧版 

占노양系;代爲드켰以系다 
第; 향貧典的版혀“。 

，一I수고O 쒔낸5)沒t 

I多 的^多^ 내향;賊 
>p\必典抑성i5 갰到였切r 

® v발“必신_l，4i성私 

其逆 與f 

194-1) “하람"이란 “금지된” 또는 "성스러운”이란 뜻이다. 성지순례 달(둘찾지)은 성스러운 달로 
아랍관습에 의하여 모든 전쟁행위가 금지되었다. 역시 헤즈라역 11월(둘 까으다)과 1월(무 
하르람)도 성스러운 달로 전쟁행위 및 살생 행위가 금지되었다. 

헤즈라역 7월 “라잡"월에도 전쟁은 금지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이라 할지라도 적이 공격을 
했거나 휴전 및 평화조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적이 공격한 만큼은 공격을 할 수 있다. 

196- 1) 이슬람의 다섯가지 실천사항(이슬람의 5행 이라고도 함) 중의 5번째 사항으로 능력이 있 
는자는 일생에 한번 이상은 하나님의 집(바이투 알라》올 순례하게 되어있다. 소순례는 성 
지순례(하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일년중 아무때나 할 수 있는 소순례이지만, 

성지순례(하지》는 성지순례 달(둘맞지》첫 10일 동안에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자세한 
것은 “우무라 및 성지순례”(최영길 번역) 참조바람. 

2) 몸이 아프거나 적의 공격이 있거나 어떤 사정으로 우무라나 성지순례를 완전히 마칠 수 없 
을 경우에 소나 양을 잠아 희생제를 지내면 된다. 

3) 3일간 단식을 하거나 60명의 불쌍한 자들을 배불리 먹이거나 양 한 마리를 잠으면 된다. 

197- 1) 성지순례기간은 샤왈(헤즈라 10월)，둘까으다(11 월)，둘헛자(12월) 첫 10일간이다. 

■裝理親^^經^^■理^^■施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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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하고 사악한 마음을 갖지 말 
것이며 언쟁도 하지 말라 그리고 
선행을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서 아실 것이라 내세를 위한 양식 
을 마련하되 가장 좋은 잉여은 이 
성이 있는 자들의 정직한 품행이 
라 그러므로 현명한 자들아 나2>를 
두려워 하라 

198. 순례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것은1> 죄가 아니니 
아라파트로부터 군집하여 나올때 
성비2ᅮ에서 하나님을 염원하고 비 
록 이전에 우매한 자들 가운데 있 
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분을 염원하라 

199. 그런후 사람들이 서두르는 
곳으로부터 서둘러 하나님께 용서 
를 구하라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200. 순례의 의식을 행하면서 너 
회 선조들이 그랬듯이 더욱 염원 
하라 무리중에는 하나님이여 현세 
의 축복을 주소서1> 라고만 구하 

여在士故到福고的휀; 起敬 

到必쨘0 能컁社I 

© v방와 

쇄께꽤박; 

남；:^씨往$ 

하炎Ui그 c피夕光허劉 
©빠^파分公 

© 쑈히沒iiaio才쇼， 

此，必能 하孔必;^ 間 

U與I 以與생;收합향公 

d 년^ 뱐幻여계起；퇴 P 

첫 순례예식은 샤월 초부터 시작되나 주요 의식은 다음과 같다. 

① 순례복(이흐람)은 메카로 이르는 지정된 장소(마와 끼뜨)에서 입고， 
② 메카에 있는 하람사원으로가 카으바 신전을 7차례 돈후(따와프)，카으바 신전에 있는 
검은 돌(하자르 알아쓰와드)에 입을 맞춘다. 

③ 아브라함 신전에서 기도를 드리고(2장 125절), 사과와 마르와 동산 사이를 왕복 싸이하 
고 (2 장 158절)， 

④ 둘헛자 7일날 대설교에 참석하여 설교를 들으며， 
⑤ 8일째는 미나계곡을 방문하여 그곳에 머무르면서 밤을 세운다. 9일째 계속해서 아라파 
트에 있는 조그마한 동산(자발 라흐만 : 자비의 산)에 올라 아담과 하와의 재회를 기념 
한 후 

⑥ 10일째는 “이둘아드하”로 미나 계곡에서 양이나 소를 잡아 회생제를 지내면서 사탄에 
7개의 조약돌을 그 다음날까지 연이어 던진다. 물론 이런 의식들은 아브라함의 행적에 
따른 것이다. 여기까지의 의식욜 마침으로써 대순례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으나 2-3일 

간 더 체류하면 더 복이 있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우무와 성지순례(최영길 번역) 참조. 

2) 하나님 

198-1) 성지 순례기간 중에 장사 및 무역 등의 거래행위 

200-1) 내세에서 있을 행복보다는 현세에서 많은 행복만을 추구하는 자. 

■戒臣■■接^^■병圖^雜受^鼓迎^■起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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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자 있으나 그들에게는 내세에서 
몫이 없을 것이라 © 分玉도쇼5컁년1 i 

201. 또 이렇게 말하는 무리가 
있나니 주여 현세에서 축복하여 

5 주시고 내세에서도 축복하여 주시 
; 며]> 불지옥의 고충으로부터 구하 

여 주소서 

匕與It■化心以과;、 

% JS\\3^5^ld3 ; 

202. 이들에게는 그들이 노력한 
i 만큼 몫이 할당 되리니 하나님은 

계산하심에 빠르시니라 ©、사今 

203. 지정된 날1> 하나님을 염원 
하라 이틀전에 서둘러 떠났어도 
잘못이 아니며 뒤늦게 떠났어도 

! 잘못이2> 아니거늘 하나님을 공경 
하면서 너희가 그분 앞에 서게 된 
다는 것을 명심하라 

⑷次낙턴 U 입U논시s 

災:띠5 巧# 公 t핫於해l 

改솨^it화;t洋 U—4 잇科:화 

©65쑈네최 

204. 현세의 기쁜 말로 그대를 
놀라게 할 무리가 있으리라 그의 

S 심중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드러 
나니 그는 논쟁을 일삼는 위선자 

i; 라1) 

소浴^!成 d 雜爲必^收5 

©>jSi용 t 公우$ 公ᄃ c)내*1 

205. 그가 그대로부터 둥을 돌리 
: 는 것은 농작물과 가축에 피해를 

입혀 재앙을 가져오려하나 하나님 
은 어떤 재해도 좋아하지 아니하 

1 시니라 

玄S 技知i고j◎난 

201-1) 현세와 내세의 행복을 동시에 기원하는 자가 지혜있는 신앙인이라 풀이되고 있다<사프와 
I 트 타파-씨르. 제1권. rxll6). 

! 203-1) 회생제 지내는 날(야우무 안나흐르) 이후 3일(아이얌 앗타스리-끄)간 사탄에 조약돌을 던 | 
f 지는 그 기간 f 
1 2) 미나에서 완전 이틀을 보낸 후 서둘러 떠나거나 3일째 조약돌을 던질때까지 남아 있는 것. i 

204-1) “알아크나쓰 이븐 샤리-끄”가 선지자에게 찾아와 이슬람을 믿는척 이슬람을 좋아한다고 i 
맹세하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거짓으로 가득찾으니 위선자{무나-피크) 임에는 틀림없 
었다. 얼마후 선지자로부터 나와 한 무슬림 형제의 농작물과 당나귀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 
면서 그 농작물에 불을 지르고 그 당나귀들을 죽어버렸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내 
린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다(알과크르 알라지 2156), | 

^혈議^_器^■期錢，■■■激^■葬授^，?評逐强務_幽^臣빼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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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하나님을 공경하라 일렀거 
늘 거만으로 죄악을 낳았으니 악 
마의 휴식처인 지옥에서 기거할 
것이라 

207. 자기의 생명을 팔아 하나님 
을 기쁘게 하는 무리가 있나니 하 
나님은 그 종을 사랑하시니라 

208. 믿음을 가진자들이여 이슬 
탐으로 온전히 귀의하라1〉그리고 
사탄의 발자국을 따르지 말라 그 
야말로 사악한 너희의 분명한 적 
이라 

209. 너희에게 말씀이 있었는데 
도 이슬람에 귀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 
을 너회는 알게 되리라1ᅮ 

210. 그들은 하나님이 구름의 그 
림자를 타고 천사들과 함께 너희 
들에게 강림함을 기다리며 그 문 
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느뇨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니라1> 

211.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물어 
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분 
명한 예중을 그들에게 주었더뇨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불신하니 
실로 하나님의 벌이 엄할 것이라 

212. 속세의 삶이 불신자들을 유 

썼노법义내쑈必，4 않此 
© 피，必技多^고 

조冬^I 之그 u文했 

박‘셰 야회;섟5此서0향 

效 &냐安、ᄂ。多f 

左i◎히』文^•匕 C)5 

0 

技 i 고향빠췌… 

요5 지，t시외단”文과0冬?冬 占혹J 

@v色々쑈니此I 與 

⑶成ᄄ않起⑭與2必면 

208- 1) 이슬람에 귀의한 후 모든 이슬람 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뜻이다. 

209- 1)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벌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 

210- 1)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은 여러 가지 변명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려 한다. “만일 하나님이 천 
사들을 동반하고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노라” 또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부정 
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한다. 

211- 1) 모세에게 계시된 복음과 기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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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貧^陳^强，，釋3碎戒賊^^류때gg琴格^택^^齡^活帝■，戶^，田^^백雜^렇■田 

혹하니 그들은 믿음이 진실한 신 
앙인들을 조롱하도다 그러나 심판 
의 날에는 믿음이 진실한 자들이 
그들 위에 있으며 하나님은 그분 
의지에 따라 풍성한 양식을 주시 
니 라0 

213. 인류는 하나의 공동체였으 
며 이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복음의 전달자로서 경고자로서 그 
곳에 보내셨도다1> 또한 그들과 함 
께 진리의 성서를 보내어 이로 하 
여금 그들이 달리하는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하였더라 그리하매 그 
성서의 백성들은 분명한 예증이 
있은 후 그들 사이에 ol무 이견이 
없었으나 불신자들의 증오는 그렇 
지 아니했더라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그들이 달리했던것에 대하 
여 진리로 믿는 자들을 인도하였 
나니 하나님은 그분의 뜻으로 옳 
은 길을 가고자 하는 자를 인도하 
심이라 

214. 너희 이전에 떠난 선조들에 
게 있었던 그러한 시련없이 너희 
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생각하느뇨 
그들에게 고통과 역경과 정신적 
진통이 있었으니 선지자 그리고 
그분과 함께했던 믿음이 진실한 
자들도 언제 하나님의 승리가 오 
느냐고 묻더라 실로 하나님의 승 
리는 가까이 있노라 

215. 그들이 그대에게 어떻게1》 
자선을 베풀어야 합니까 라고 할 

뒤V物 終폐:於^ 
敗‘起 

t•셔心/必版必，必최 

切너〔요效雜以域^浪 

V次，쇼必와收다2抄 
©一석 k如此 免私々接技나 

公섯I 與典’脚 5 쨋I具도태차;1 

必 ^ 소떼 0」免Ui 넷고公 

在接;逆低接(고改此鼓仏 

212- 1) 비록 현세에서는 가난하지만 믿음이 진실하면 내세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위에 있다 
는 말씀 

213- 1) 믿음이 진실한 신앙인들에게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써, 불신자들에게는 고통스 
러운 지옥이 있음을 경고하기 위해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215-1) (1) 무엇을 (2) 누구에게 (3) 어떻게 자선을 베풀것인가? 라고 선지자의 추종자들이 질문을 
하자 이 계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23). 

國隨^隨■圈^**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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强M沒—^^，！經병雜_^■活經速街 

때 대답하여 가로되 부모를 위해 
서 친척과 고아와 구걸하는 자와 
여행자들을 위해서 자선을 베풀어 
라 그리하면 자선을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라 

216. 비록 싫어하는 것이지만 너 
회에게 성전이 허락되었노라 그러 
나 너희가 싫어해서 복이 되는 것 
이 있고 너희가 좋아해서 너희에 
게 악이 되는 것이 있나니 하나님 
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니라 

217. 그들은 성스러운 달 동안에 
살생에 관하여 그대에게 물을지니 
그 기간에 살생은 죄악이라 하되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하람사원에 가까이 있는 것을 방 
해하는 것과 그곳으로부터 그의 
주민들을 추방하는 것은 더 큰 죄 
악이며 교사하고 박해하는 것은 
살생 보다 더 나쁜 죄악이라 그들 
은 너희가 너희의 종교를 배반할 
때까지 너희들과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배반자가 되고 믿음 
을 갖지 않고 죽는다면 그들의 일 
은 현세와 내세에서 oV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불지옥의 거주자가 
되어 그곳에서 영원히 기거할 것 
이라1》 

218. 믿음을 가진자 이주를 한자 
하나님의 길에서 투쟁한자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나 
니 하나님은 관용과 은혜로 충만 
하심이라 

7 藏fe 

一?义冬침 
© 今=쇄 名급々‘노 必교三; 

행必성※齊 I效父_炎。상 
技以與其災^ 銳^與淡沒與 

© 께힛社(必名 

起觸雄始與셔!괴 c細S起 
，라최써최；항 
心技써，■내빠 
빼以때던성妙;接2, 

d넸賊 
效公必！생!符公I 

述나;환 

技쇼4各; 
©고쪘고物i 抄수 i흙:句i! 抄 

217-1) 선지자께서 “압둘라 이븐 자하쉬”를 분대로 하여 꾸라이쉬족의 대상을 관측하도록 하였다. 
꾸라이쉬족의 대상은 “아므루 이븐 알하뜨라미”를 포함 3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1명올 

살해하고 2명은 포로로 생포하였으며 그들의 상품은 노획물로 가져갔다. 이때의 날짜는 
“라잠”달 첫째 날이었는데 그들은 이 날이 “주마다 아~키라”달 마지막 날로 생각했기 때 
문이었다. 그때 꾸라이쉬족이 말하길 “무함마드는 살생이 금지된 성스러운 달에 살생을 
하고 전리품은 합법화 했도다”라고 하자(그들은 성스러운 달 동안에 살생에 관하여 그대 
에게 물을지니…)라고 계시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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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술과 도박에 관하여 그대에 
게 물울때 일러가로되1ᅩ 그 두 곳 
에는 큰 죄악과 인간에 유용한 것 
이2> 있으나 그것의 죄악은 효용보 
다 크다 이르되 또 그들이 무엇으 
로 자선을 베풀어야 되느냐고 물 
을때 일러가로되 그것은 여분이라 
일러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너희에 
게 계명을 주신 후 너희로 하여금 
숙고하도록 하였노라 

220. 현세와 내세에서 그들이 고 
아들에 대해 그대에게 물을지니 
일러가로되 그들을 위한 복지는 
자선이며 너희가 그들과 함께 할 
때는 그들은 너희들의 형제들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선행을 행하는 
척 하는자들 가운데 해악을 의도 
하는 자를 알고 계시나니1> 하나님 
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무거운 짐 
을 짊어주리라 하나님은 실로 권 
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221. 믿음이 없는 여성과 결혼하 
지 말라 믿음을 가진 여자 노예가 
믿음이 없는 유혹하는 매혹의 여 
자보다 나으니라 또한 믿음이 없 
는 남성들이 믿음을 가질때까지 
딸들을 결혼시키지 말라 믿음을 
가진 노예가 믿음이 없는 유혹하 

도금5多與5혹公S 느혼미;到나•(페往다 
넣녀代必仏細빼 
외於되원班今 
©述冷고심切公松I起； 

效^:此均分迎!起穴妙;뺐났 
내 |乂청/與與요와後 0雜。} 

© 以5往 a 減突起淑延我抄섶版 

政하래빼;빼與여 
춰빼허과쑈생다 
|및!; 與 IJ廢 i與闕했 Ji 必起 

219-1) 메디나에 거주하던 “안사리”(메카에서 메디나로 도읍올 옮기어 이주하여 온 메카 주민들 
을 도와주었던 메디나 주민들)의 단체가 ••우마르 이븐 알구V탑”과 선지자에게 찾아와 말하 
길 술과 도박이 우리의 이성을 잃게하였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이성올 흐리게 하였고 우 
리의 재산올 탕진케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 계시가 내려졌다. 

2) 판매에서 오는 금전적 소득으로 이슬람 율법에서는 음주가 금지되고 있다. “술은 모든 악 
의 모체”라고 하디스에서 묘사되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의 육체, 건강，정신，재산 둥은 물 

론 공동사회의 윤리를 해치는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말리키, 샤피，아흐맏 학파는 
술 자체는 물론 원로 자체가 발효되어서 알콜의 효능올 발효할 때 술로 간주하며，CV부 하 
니파 학파는 그것올 마셔서 취할 경우 술로 간주하고 있다. 

22分~1) 고아를 돌본다는 핑계로 영리를 생각하는 것은 더 큰 죄악이니 이를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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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경深로後느^■辛，—i; 致향⑮我본我⑶ 

© G:te期u與생起接발k 
는 매혹의 남성보다 나으니라 이 
들은 지옥으로 유혹하도다1》그러 
나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관용을 베푸시며 사람들에게 그분 
의 계시를 설명하나니 이를 기억 
하고 찬양하라 

222. 사람들이 그대에게 여성의 
생리에 관해 묻거든 이는 깨끗한 
것이 아니라 일러가로되 생리중에 
있는 여성과 멀리하고 생리가 끝 
날 때까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 
나 생리가 끝났을 때는 가까이 하 
라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하 
나님은 항상 회개하는 자와 함께 
있으며 청결을 기뻐하시니라 

223. 여성들은 너희들이 가구어 
야 할 경작지와 같나니 너회가 원 
할때 경작지로 가까이 가라 그리 
하여 씨를 뿌리되 너회 스스로를 
위해 조심스러워야 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것이며 언젠가 그분을 영 
접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믿음 
을 가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224. 선행이거나 정의의 일이거 
나 사람 사이에 화해시키는 일이 
아닌 맹세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명치 말라 하나님은 들으심과 
아심으로 충만하시니라 

225. 너희의 맹세속에 비의도적 
인 것에 대해서는 책망 하시지 아 
니하시나 너의 심중에 있는 의도 
적 맹세는 책망하시니라 하나님은 
관용과 은혜로우심으로 충만하심 
이라 

221-1)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형제들간의 결혼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유일신으 
로 경배하는 무슬림 형제들간의 결혼이 이상적이나 무슬림형제가 없을 경우는 기독교나 
유대교 형제들과의 결혼은 허락하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한 무신론자들과는 결혼을 금 
지하고 있다. 

생必與知:淑강쑈必고4心 
© 6냈2分 

!쎄; 빼與;!화셋쑈災氏 

M 私I必^ᄍ 

©藏抄 

按 J成엔U；데I與述 

© 오홧시匕니往11^系!々고?5 

少斗度棟次明 a其神夕상와 

©i我^ 技少炎與요必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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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아내와 멀리하고자 하는 자 
는 사개월을 기다려야 되니라1ᅮ 만 
일 그간에 다시 돌아온다면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 

227. 만일 이혼을 하고자 맹세했 
다면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 
시니라1> 

이혼한 여성은 삼개월을 기 
되나니1> 이는 하나님이 태 

내에 창조한 것을 숨기는 것을 막 
고자 함이라 만일 그들이 하나님 
과 내세를 믿어 남편이 돌아올 의 
사가 있을 때는 남편은 이 기간에 
돌아올 권리가 있으며 또한 여성 
과 남성이 똑갈은 권리가 있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위에 있나니 하 
나님은 만사형통 하심이라2> 

229. 화해를 통한 두 번의 이혼 
은 허락되나 그후의 두 당사자는 
동등한 조건으로 재결합을 하던지 
아니면 이혼을 해야되며 너희가 
그녀들에게 주었던 지참금을 되돌 
려 가져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하나 두 당사자가 하나님의 율법 

險과대 J紙—技。6■必 
© 그토 견사 必모호;향 

© ^ ^4X)10^ (3 女到，多，仏 

bk 

&於約淑义샜년抄知낼 
j 셋公‘抄；성있皮抑到요) a 
戶내도 6④ d定단必다;多고 V Ss多^ 

슨고‘; MiM안; 

I乂쑈테少公々가 
於必값起했않소淑 松於i起의 
I흙자災떠父때했1때) 

226- 1) 부부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 맹세할 경우 

227- 1) 만일 이혼할 마음으로 그런 맹세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모를리가 없다는 뜻으로 남편 
이 아내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할 때 부인이 4개월을 기다리며，만일 이 기간에 남편이 아 
내에게 가까이 한다면 그것은 복이되며 남편의 의도적 맹세는 무효가 되고 그에게는 보상 
이 있으나 그 기간에 부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을 경우 그것욘 이별과 이혼을 의미한다.(아 
부 하니파) 한편 4개월 동안 남편이 부부생활을 회피할 경우 법관에게 이 문제를 상정하 
여 재결함을 하던지 아니면 이혼을 조정하도록 하면되나 만일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는 
이혼으로 간주된다(시: 피》. 

228-1)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저주받을 일은 이혼하는 것이라고 이슬람은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어쩔수 없는 사유로 이혼을 했을 경우 여성은 이혼한 날자로부터 3개월이 넘어야 
재혼이 허락된다. 그 이유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임신이 되어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이 
다. 

2) “남성이 여성위에 있다”함은 신체의 구조상 여성보다 강하고 통솔력과 지도력이 감성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냉철하며 양식은 대부분 남성의 노동력으로 얻어진다는 점에서 남성이 
여성위에 있다는 뜻이다. 



수행을 두려워 할 경우는 제외라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수행치 
못할까 두려워하여 그녀가 그녀의 
자유를 위해 되돌려 주었다 하더 
라도 두 당사자에게는 죄악이 아 
니며n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이라 그러나 그 이상의 한계를 넘 
어서는 아니되며 하나님의 율법을 
초월하는 자는 우매한 자들이라 

230. 만일 한 남편이 세번째로 
이혼올 했다면 그녀가 다른 남자 
와 결혼하여 다시 그 남편이 그 
녀와 결혼 할 때까지는 그녀와 결 
혼 할 수 없노라 그 경우에 그들 
이 재 결합을 한다면 그들이 하나 
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를 생 
각해야 되나니 그것이 바로 지혜 
를 가진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율 
법이라 

231. 아내와 이혼을 하고 법정기 
간을 채웠을 때1> 그녀들에게 돌아 
오거나 또는 그녀들을 자유롭게하 
여 줄것이며 그녀들을 괴롭히기 
위해 또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그녀들에게 돌아오지 말라 
그것을 위반하는 자는 곧 자기 자 
기 자신을 우롱한 것이라 그리고 

此J6있炎如 lij 公故、o〔이따 

0 6뼈다석쇼,‘此以쑈;화必; 

따…此。럼 i低比i的其 

삐피있1_么 
생^分혀i 빠써MS 

在，一떠匕녀 고S5S 최 

0^iM多 知 에必抄^ 

229-1) 여성의 경제적 또는 어떤 이익을 위해 이혼을 거절하는 남편이 횡포와 폭행 및 비행으로 
여성을 괴롭힘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권리와 그녀의 자유가 보장되자 못할 경우 여성은 그 
녀가 받은 지참금이나 또는 일정한 금액의 물질을 남편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허락되어 있 
다. 그러나 여성이 그것을 주어야 하는 필요성과 공평성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그 법원 
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이 종류의 이혼을 “쿨라으”이혼이라 한다. 
이슬람이전 암흑시대에는 한 남성이 이혼 후에도 부인이 기다리는 법정기간 만료 전에 자 
기 마음대로 천번 이상이라도 부인과 이혼했다가 또 재혼할 수 있었다. 어느날 이 남자는 
자기 부인에게 와서 말하길，“나는 당신을 가정에 들어오게 할 수 없소. 그러나 당신을 버 
리지는 않겠소”라고 하자 부인이，“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남 
자가 말하길，“당신과 이혼하기 전에 다시 당신께로 돌아가겠소”라고 대답하였다. 이때 부 
인은 이 사실을 선지자께서 상정하였다. 이에 하나님께서(이혼은 두 번이거늘…)이라는 계 
시를 내리게 되었다. 

231-1)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될 경우 또는 이혼을 한 여성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임신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정기간을 기다린 다음에야 재혼 
할 수 있는 기간 

방경호往빠례我려 좌深■ 



제2장 바까라 : 232 -233 62 減fe 

삶;、^ 때냐如고異도 
蟲以伊L和/拙 S松切i疏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지 말며 
너회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서와 지혜를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너회에 
게 이를 권고하시니 하나님을 공 
경하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알고 
계시니라 

232. 아내와 이혼하고 법정기간 
을 채웠을 때 당사자의 상호 동의 
에 의해 합당한 조건하에 그녀들 
이 전 남편들과 재혼하고자 한다 
면 이를 방해하지 말라 이것은 하 
나님을 믿고 내세를 믿는 신앙인 
들을 위한 교훈이며 그것은 또한 
너희들을 위해 보다 고결하고 청 
결케 하기 위한 과정이라 하나님 
은 너희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계 
시니라1> 

233. 어머니들은 아버지가 원할 
때 자녀들을 이년 동안 젖을 먹어 
야 되나니1》이때 아버지는 그녀들 
의 양식과 의복의 비용을 부담해 
야 되노라 그의 능력이 넘는 비용 
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어머니는 
그녀의 자녀로 인해서 고생을 해 
서는 아니되며 아버지도 그의 자 
녀로 인해 고생을 해서는 아니되 
나니 상속인에게도 그와 마찬가지 
라 젖을 떼고 싶을 경우는 상호 

巧幻先期지拔 
\^>(p 患&今쇼^s 

(I수 ^ 삼교 좌ᄋ나;父Q 

« 勤;^회 成幻는 

© ᄋ;公섶오多冗 

회뇨我浴餘i此抄淨災뺐始 

⑶대射述雜起생修;v생 
ii以必¥혹炎乂校;敗孔與 
5행攻^ 방與一路炎고效按^ 

232-1) 선지자 무함마드 시절에 ᅳ무으깔 이븐 사르”는 그의 여동생을 한 무슬림 청년에게 결혼 
시켰다. 얼마의 기간이 지난후 그 청년은 부인과 별거하였다. 기다리는 법정기간이 지났 
다. 그런데 두 사람은 다시 서로 사랑하게 되어 그 남자는 재결함을 원했다. 이때 “무으깔” 

이 그 남자에게 말하길. “나쁜 사람아! 내가 자네를 존경하고 사랑하여 자네에게 여동생을 
결혼시켰는데 자네는 별거를 했단 말인가! 내가 맹세하건대 절대로 자네에게 여동생을 돌 
려보내지 않겠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남자는 그녀를 필요로 하고 그녀도 
역시 남편을 필요로 함을 아시고 계섰으므로，(아내와 이혼을 하고 합당한 기간이 지난 후 
에라도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의해 합당한 조건하에 그녀들이 전 남편과 재혼하고자 한다 
면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되나니…》라고 계시를 내리자 이 말씀을 들은 “무으깔”은 “주여! 
들었나이다. 그리고 순종하나이다”라고 말하고 그를 불러 재혼을 시켰다{사프와트 타파- 

씨르. 제1권. p.134). 

233-1) 2년동안 차녀를 양육 할 어머니의 의무 



제 2장 바까라 : 234 〜236 63 I我 

동의를 얻을 것이니 이는 당사자 
에게 죄악이 아니라 너희가 유모 
에게 너희의 자녀를 양육할 경우 
도 정당한 사례만 지불하였다면 
너희에게 of무런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하나님 
깨서는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너희는 알라 

⑭ t 최改% 淑一과i?與 

234. 남편이 죽어 과부를 남길때 
그 과부는 사개월 십일을 기다려 
야 하노라1》만약 법정기간에 이르 
렀을때 과부가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는 것에는 죄가 없나니 하나 
님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 
을 알고 계시니라 

細與과與3f(述技;氏^後도^ 

與;;松能抑^I，其I，滿:? 

©起述松다犯화於物必後^ 起 

235. 과부 여성과 약혼을 하거나 
마음에 뜻을 두는 것은 죄가 아니 
거늘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있음을 알고 계심 
이라 그러나 기다리는 법정기간 
동안에 비밀이 약혼을 해서는 안 
되며 그 법정기간이 끝날 때까지 
결혼을 해서도 아니 되니라 하나 
님은 너희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 
나니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은 
관용과 은혜로 충만하심이라 

빼T향와。〜;江多敗후써私 
多知分邊雜於技;務요難必轉 

起,나々此려.I夕料생I始各: 

©|j휴^해향夕拔있(寒多r 

236. 여성과 동침하기전 또는 여 
성에게 지참금을 결정하기 전에는 
이혼을 하여도 죄악이 아니나 그 
녀들에게 합당한 선물을 하라 부 
유한 자는 부유한대로 가난한 자 

法、與系(技^^ 

234-1) 이혼을 한 여성은 3개월의 법정기간을 기다려야 하나(2장 228절)，남편이 사망하여 홀로된 
과부는 4달 10일의 법정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과부가 이혼한 여성보다 10일을 더 많이 기 
다리는 이유는 
첫째, 남편과의 사이에 임신의 여부를 알아야 하고 
둘째，남편이 사망함으로써 오는 부인의 슬픔과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며， 
셋째, 남편이 남긴 유언이나 재산 둥의 관리를 위해서는 이혼을 한 여성보다는 시일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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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난한 대로 자기의 능력에 따 
르되 합당한 선물은 의로운 자들 
에 대한 의무라1} 

237. 만일 너희가 그녀들과 동침 
하지 아니하고 지참금을 결정한 
후 이혼을 했다면 결정된 지참금 
의 절반을 지불해야 되거늘1》그러 
나 여성이나 보호자가2> 용서한다 
면 제외라 또한 그 용서는 정의에 
가장 가까운 것이거늘 양자 사이 
에 서로가 관대 할 것을 잊지말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이라 

238. 예배를 잘 지키고 중간 예 
배를1> 지킬것이며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라2> 

239. 만일 적의 두려움이 있을 
때는 선 자세에서 또는 승마한 자 
세로 예배를 드리되 안전할 때는 
하나님이 가르친대로 하나님을 찬 
양하라 이는 너희가 알지 못했던 
것이니라 

240. 너희들 중에 아내를 남기고 
임종하는 자는 아내를 위해 유언 
을 하고1ᅩ 일년간 아내는 나가지 
아니하고 부양을 받노라2〉만일 그 

衣必炎多;端^^必;했Q5 

r와W與淑i起犯생램與 
兄와必心스版與다쌉仏以1 

© :公나^다別 좌炎^必폐^ 

知多요，서대어；^ 

trail 
0 心2到炎iKs;公t 

※與 v必媒一 아이있요改i 

236- 1) “안사-리” 출신의 한 남자가 “하니파” 자손가운데 한 여성과 아직 지참금도 지불하지 않고 
결혼한 후 그녀와 동침하기전 이혼 하였다. 이에(여성과 동침하기전 또는 여성에게 지참금 

을 결정하기 전에는 이혼을 하여도 죄악이 아니거늘…)라고 말씀이 계시된 것으로 전하여 
지고 있다(타파씨르 알꾸르뚜비 2(必신). 

237- 1) 동침 하기전의 이혼이므로 약속된 지참금(마흐르)의 절반을 지불하는 것이 남성의 의무다- 

2) 동침하기 전의 여성과 그 여성의 보호자 

238- 1) 아스르 예배 
2) 사람이 가장 게을리 하기 쉬운 예배시간이 “아스르” 시간이며 또한 이 "아스르” 예배시간 
에는 천사들이 예배를 지켜보는 시간이므로 예배에 게을리 하지 말라는 교훈이다• 

240-1) 임종하기 전에 유언을 하고 
2) 초기 이슬람에서는 남편이 사망한 부인은 가정에서 1년을 기다렸으나 후에 4개월 10일로 
되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40). 

ll理^傑^^經■，■無困됐液深我■接■接雜部■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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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녀들이 스스로 떠나거나 또는 스 
I 스로를 위해 도덕에 어긋나지 않 
1 는 일을 한다 해도 죄악이 아니거 
1 늘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 
하심이라 

。紙比 du起머其S 
© 효%‘i“切; 

241. 이혼한 여성들에게도 능력 
I 에 따라 부양금을 주어야 하거늘 
I 이것은 의로운 신앙인들의 의무라 

야^와^，一必나 ； 

242. 이와같이 하나님은 너희를 
I 위해 말씀을 밝히셨나니 너희는 
1 이해할 것이라 

© ipgiL必 상必5if 起在必 

243. 수천이나 되면서 죽음이 두 
1 려워 그들의 집을 떠난 이들을 보 
S 지 아니했느뇨 하나님께서 그들에 

1 게 순교하라 그리하면 다시 소생 
1 케 하리라1ᄉ 하셨노라 실로 하나님 
? 은 인류에 은혜를 주시나 많은 백 
S 성이 감^•할 줄 모르더라 

강此생此必 fe。#《威版ff 

多#쑈物조必以多형；仏찌3校 
© •九 

S 244. 하나님의 길에서 성전하라1ᅭ 

S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 
^ 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 

© :以옥해以li사、스^: 쇳$接; 

1 245. 하나님을 위해 대부1>하여 
1 준 그에게 수십 배의 보상이 있으 
S 리라 하나님은 궁핍하게도 하시고 
i 부유하게도 하시니 너희는 그분에 
； 게로 귀의 하니라 

246. 모세 이후 이스라엘 자손들 
J 의 얘기가* 그대에게 이르지 아니 

一。J시자l 쓰1Jl巧 

I 243-1)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전하라 호소했을 때 그들은 죽음이 두려워 도주하 
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8일 동안 그들의 생명을 앗아갔다가 다시 그들의 예언자 “자즈 

^ 낄”을 보내어 그들을 소생케 한후 100년을 평화롭게 살았다고 전하여지고 있으며，“이브 
1 누 카씨르”는 흑사병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즉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운 

께 있다는 하나님의 계시로 해석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42). ； 
| 244-1) 하나님의 적인 불신자들에 대항하여 투쟁하라. 

1 245-1) 하나님 사업을 위해 바치는 재산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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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느뇨 그때 그들은 예언자에게로 
우리에게 한분의 통치자를 보내 
주소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길에 
서 적에 대항하여 성전하리라 하 
더라 예언자 가로되 성전하라는 
명령을 받을 때 너희는 성전하지 
아니하려 했더라 그들이 말하길 
우리의 가정과 가족으로부터 추방 

된 우리가 왜 성전하지 아니하겠 
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성전을 명 
령 받았을 때는 도주하고 그들 가 
운데 소수만 남았더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알고 계시노라 

247. 그들의 예언자가 그들에게 
말하더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사 
울을 왕으로 보냈노라 그들이 말 
하길 우리가 그보다 탁월한데 그 
기* 우리의 왕이 되어 어떻게 우리 
를 통치한단 말이요 그에게는 재 
산도 넉넉하지 못하오 그분이1> 이 
르되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를 선택하셨으니 그에게 풍만한 
지혜와 신체를 주셨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권능을 주시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라 

248. 또 그들의 예언자가 그들에 
게 이르되 그의 권능의 한 예증으 
로 너희에게 계약의 상자가 오니1> 
그 안에는 너희 주님으로부터의 

抄 次述%방的쌌샜諫 
I고與많孤摩i聲分此々必 
^ 匕^分 oii 낮)자고5$玄多 

업:跡與태;於성鄕路賊此 
©細\^技必^4 

강나 성必版旧 쇼亂起以셌S 
스빠;대최아빼， 

to此|到射 U대ᄄ의災‘ 

成被 녀니십년此:대;;取 

© 과;^公公 

々고보태系2횃_상3延 

6少 째逃染떻建兄起在 

246- 1) 모세와 아론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요르단을 건너 팔레스타인에 정착하였다. 그는 그곳 
에서 我년을 통치하였고，그 뒤 320년 동안은 메디안족과 아밀리크족과 팔레스타인 부족 
에 의해 여러 차례의 고난과 수난을 당하였다. 또한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부터 공동사회의 
혼란과 분열과 부패는 계속되어 그의 백성들은 아론의 혈통인 사무엘 예언자로 하여금 한 
통치자를 임명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247- 1) 그들의 예어자 

248- 1) “타-부뜨” : 하나님의 중언과 십계명이 새겨진 석판과 함께 모세와 아론의 성물이 들어있ᄉ 
는 순금무늬기^ 새겨진 5ftx3ftx3ft 크기의 아카시아 나무상자(출애굽기 XXV. 10-22)，이1 
것은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성물의 재산으로써 초기 사뮤엘 통치기간중에 적에게 잃었다가 
그것을 다시 찾아 어느 시골에 20년을 간직한 후 왕권이 확립되면서 다시 그것을 수도로 
옮김으로써 단결과 전능의 한 예중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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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과 모세의 가문과 아론의 가 
문이 남긴 천사들이 운반한 성물 
이 예증으로 있더라 너희가 진실 
한 믿음을 갖게 될 때 너희들을 
위한 상징이 그 안에 있올 것이라 

249. 사울이 군대를 지휘하여 나 
가며 이르길 하나님이 강에서1》너 
회를 시험하사 그 물을 마시는 자 
는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맛보지 아니한 자만이 나 
와 함께 동행하리라 그러나 한줌 
의 물을 뜨는 것은 제외라 그런데 
소수를 제외한 무리가 그것을 마 
셔 버리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 
강을 건널때 믿음을 가졌던 자들 
이 함께하니 그들이 말하길 오늘 
우리는 골리앗과 그의 군대에 대 
항할 힘이 없다 라고 하더라 그러 
나 하나님을 만나리라 확신한 그 
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때 소수 
가 대부대를 정복한 적이 있지 않 
더뇨 하나님은 인내한 자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250. 그들이 골리앗과 그의 군대 
에 대항하여 진격 했을 때 그들은 
기도하였나니1> 주여 저희들에게 
인내를 주시고 거점을 확보하여 
주시며 불신자들로부터 승리케하 
여 주소서 라고 기도하니 

251. 하나님의 의지로 그들을 패 
배시키고 다윗은 골리앗을 살해했 

© &安心!향⑶빠遠장1契功公쥰 

兵0노성 田J 

구쇗3노착技以^깆裝久고K公5살占5 

빼;紙■反拔» 
도성^^^松띠 (2^1多 
:설與■형여 

© 5必산사池와다城쌨名i후 

必 ᄄ 任B 
©逆^^必雜^成I원 

여해떼에起淨 

249-1) 사울이 8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요르단과 팔레스타인에 있는 샤리파 강을 건느면서 그 
들의 신앙과 지도자를 따르는 그들의 자세에 대한 시험올 받게 되었다. 사막의 열사로 갈 
증에 지친 군인들에게 물을 마시지 말라 하였으나 76,000명이 그 명령올 어기고 물을 마심 
으로써 불신자가 되어 적이 되었으나 명령에 따라 물을 마시지 아니한 군인은 비록 4,000 

명에 불과했으나 승리는 믿음을 갖고 명령에 따른 소수에게로 돌아갔다(사프와트 타파씨 
르. 제1권. p.144). 

250-1) 다음 3가지를 하나님께 기원 하였다. 첫째는 인내하도록 하여주시고，둘째는 전쟁에서 거 
점올 확보하는 것과，셋째는 불신자들을 제압하여 승리하도록 하여 달라는 기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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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1> 하나님은 그에게 권능과 지 
헤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 
치시더라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 
를 견제토록하여 인류를 보호하지 
아니했다면 이 지구는 멸망했으리 
라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 
만한 은혜를 베푸는 분이시라 

이것이 그대에게 계시한 하 
말씀으로 그대는 선지자들 

중의 한 사람이라 

253. 이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은 은혜를 달리하였나니 어떤 선지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1> 계셨 
고 다른 선지자들은 지휘를 올렸 
나니2> 하나님은 마리아의 아들 예 

수에게 예증3》을 주어 그를 성령4> 
으로 강하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말씀이 
있은 후 다음 세대들은 서로 싸우 
지 아니했으리라 그런데 그들은 
달리했으니 그들 가운데는 믿는자 
와 믿지 아니한 자가 있었노라 또 
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그들 
은 싸우지 아니했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주관하시니라5} 

技，(致人起햇 9대々고화 

(1^按摩냉與必次出솨丄我 
©述起* 

^於:少셔故名公劉 政 
⑷仏改與^쇼과爲;公必從 

W왜，_必※와^ 
가^I比技係^^策^^獻 

251-1) 다윗은 어떤 무기나 투구로 무장을 해본적도 없었고 양을 치는데도 경험이 미숙한 한 청 
년이었다. 그는 이스라엘 진영에도 알려지지 아니한 무명의 청년이었으므로 거인 골리앗 

은 다윗올 비웃고 조롱할 뿐이었다. 게다가 다윗의 큰 형까지도 양을 잘 돌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윗을 꾸짖고 나무랄뿐… 그러나 다윗은 외형적으로 초라한 목동으로 밖엔 보이 

지 아니했으나 그의 깊은 신앙은 유대인의 강적이었던 팔레스타인 상대자로써 대적하는 
지혜를 준 것이다. 사울 왕이 그의 투구와 무기를 다윗에게 주었을 때 그는 그 투구와 무 
기를 다투어 본 경험이 없었으므로 그것을 거절하고 강가에서 5개의 조약돌을 주어 목동 
의 기술인 돌팔매질로 거 인 골리앗을 넘어뜨렸다. 그리고는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 그것으 
로 골리앗을 살해하였다. 

253-1) 모세게에 어떤 중개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구름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2) 선지자 무험^마드는 최후의 선지자로써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게 되었으며 
3) 여러가지 기적，즉 죽은자를 살리고 나병환자를 치료하고 장님으로 하여금 앞을 보게 하였 

으며， 
4) ¥령자라 함은 가브리엘 천사를 가르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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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믿는자들이여 하나님이 너 
희애게 베푼 양식으로 자선을 베 
풀라 심판의 날이 오면 그때는 거 
래도 우정도 중재도 효용이 없나 
니 이를 배반한자 진실로 우매한 
자들이라 

255.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나니 
그분은 살아계시사 영원하시며 모 
든 것을 주관 하시도다 졸음도 잠 
도 그분을 엄습하지 못하도다1》천 
지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니 그 
분의 허락없아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중재할 수 있으랴 그분은 
그들의 안중과 뒤에 있는 모든 것 
을 알고 계시며 그들은 그분에 대 
하여 그분이 허락한 것 외에는 그 
분의 지식을 무것도 모르니라2> 
권자7} 천지위에 펼쳐져 있어 그 
것올 보호하는데 피곤하지 아니하 
시니 그분은 가장 위에 계시며 장 
엄 하시 노라 

256. 종교에는 강요가 없나니1> 
진리는 암흑속으로부터 구별 되니 

라 사탄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리系고多系요5 [多多S公t (근넜代향 
心接犯起松 必 lg必4松效도效 

©必妙必 

잇妙G 必一®端뱐외，류 

微 녀싸與敬 

ii 次!述쯧公t菜述j’낮 

© 허炎고 

將次# 
於31 빠 IgS 飾&步도多，빠 

5) 하나님이 구름속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니 모세는 황야에서 40년동안 그의 백성을 인 
도하였고，다윗에게는 돌팔매로써 대적을 무찌르는 은혜를 주었다. 또한 마리아의 아들 예 
수에게는 죽은자를 살게하고, 장님이 눈을 뜨게하고 문둥병 환자를 낫게 하는 둥 많은 기 
적을 낳는 지혜를 주었으며，선지자 무함마드에게는 최후의 예언자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최후의 복음서 꾸란을 주어 인류를 구원하는 등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에게 
서로 다른 형태의 은혜를 베풀었다. 

255- 1) 하나님은 잠을자지 아니하며 눈한번 깜박할 필요조차도 없으신 분이라고 하디스는 전하고 
있다. 

2) 예언자들을 통하여 가르쳐준 것 외에는 op무것도 모르며， 

256- 1) 한 안사리 가족 가운데 두 아들을 가진 남자가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때는 무함마드가 선지자로 오기 이전이다. 이들 두 사람은 장사를 하기 위해 올리브 기 
롬을 가지고 메디나로 왔는데 이때 두 아들의 아버지께서 두 아들에게 말하길 “너희가 이 
슬람에 귀의 할 때까지 너희를 그대로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자(종교에는 강요가 없나니 
진리는 암흑으로부터 구별되노라…)라고 계시가 있었다. ' 

신앙은 강요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강요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이슬람의 원리다. 그 이 
유는 첫째 종교란 자기 신앙과 의지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강제에 의한 유인은 아무런 의 
미가 없으며，둘째 진리와 죄악은 하나님에 의해 분명히 선별되며，셋째는 하나님의 보호 
가 영속하므로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암흑에서 광명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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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끊기지 않는 단단한 동아줄을 
잡았노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 
으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257. 하나님은 신앙인의 보호자 
이사 그들을 암흑에서 광명으로 
인도하시노라 그러나 신앙이 없는 
자들의 보호자는 사탄들이니 이들 
은 광명에서 암흑으로 유혹하매 
그들은 불지옥의 주인이 되어 그 
곳에서 영주하노라 

258.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주었다 해서 그의 주님에 관하여 
아브라함과 논쟁을 하려 하느뇨 
이때 아브라함 가로되 나의 주님 
은 생명을 부여하고 또 생명을 앗 
아가는 분이시라 하니 이에 그가 
대답하길 내가 생명을 부여하고 
생명을 빼앗아 가노라 이에 아브 
라함 가로되 그분은 동에서 태양 
을 뜨게하시니 당신은 서쪽에서 
태양이 뜨도록 하라 하니 믿음을 
불신한 그들은 당황하였노라 이처 
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인도 
하지 아니 하시니라1> 

259. 황폐한 촌락을 지나는 사람 
을 비유들어 말하길1> 어떻게 하나 
님께서 이 마을을 소생시킬 것인 
7>2) 라고 물으니 백년전 하나님께 
서 그를 죽게하여 그를 다시 소생 

必 Iji객 G誤J 띠 (셨此 射 

典 Q 終終체I 빠생齡的i 

©必과%>4强I여와^與1此 

故 Id 태接^서^藏^섯UtM 

•량빼松■改■ 
‘乂。5과노⑬ 교 I 호답사와 左一’乂끼 
쑈빠뇨대 yj차^^^ 

©생^하次J 

炯歎光성;: 과技15必용히雄 

見^始 ‘의/0雜透多波5 

258- 1) 가나안의 자손 니모르데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 아브라함에게 논쟁 하였다. 그 당시 국 _ 

가가 번성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부터 창조주의 존재와 모든 만물의 창조성을 부인하려 1 

함으로써 수세기를 지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을 부정하려는 불신자들이 있음을 예시하고 

에， 
259- 1) 벽들이 넘어지고 지붕들이 무너져 황폐된 예루살렘의 한 촌락을 당나귀를 타고 지나던 아 j 

지-르의 질문으로 이 사건은 유대인 예언자였던 에스겔의 말라버린 뼈의 환상의 얘기거나 
(에스겔 xxxvii, 1-10)，기원전 5세기의 히브리의 지도자였던 느혜미아가 황폐된 예루살렘 
을 방문하여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얘기거나(느혜미아, i. 12-20),, 유대인의 바빌론 유 
수이후 페르시아왕이 예루살렘으로 보낸 우제이르 또는 에스라에 관한 얘기라고도 전하여 

지고 있^• 
2) 어떻게 그리고 언제 소생시킬 것인가? 



제2장 바까라 : 260-261 71 I我fe 

시킨 후 주님께서 너는 얼마동안 
체류했느뇨 라고 물으니 그 사람 
말하되 하루나 반낮쯤 체류하였습 
니다 라고 대답하니 주님께서 이 
르시길3> 너는 백년을 체류하였노 
라 하시며 너의 음식과 음료수를 
바로 보라 이는 변하지 아니하였 
으며 너의 당나귀를 보아라 이렇 
듯 하나님은 그대로 하여금 인류 
를 위한 예증으로 하였노라 뼈들 
을 보라 어떻게 그 뼈들을 맞추어 
그 위에 살을 부합시켰는가 라고 
말씀 하시자 그는 말하길 실로 하 
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 하십 
니다 라고 하더라 

2G0. 이때 아브라함이 강구하길 
주여 죽은 자를 어떻게 소생시키 
나이까 이에 가로되 네가 믿지 못 
하겠단 말이뇨 아님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가로되 네 마리의 새를 잡아 
그들을 길들여 각 언덕위에 두고 
서 그들을 다시 불러보라 그 새들 
이 서둘러 너에게로 오리라 그리 
하여 권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 
음을 알게 되리라1> 

261.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바치 
는 사람은 한 알의 밀알과 같으니 
이 낱알이 일곱 개의 이삭으로 번 
식할 것이요 매 이삭마다 백여개 
의 낱알로 풍성하게하여 주리라 
하나님은 그 분이 원하는 자에게 
몇배의 보상을 주나니 하나님은 

3)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그與남廣쑈니여此，分:必교 

©公。炎. i여狀 

淑如인◎必®고성¥0部 
巡 3伊逆起起故多 

⑶典※少 W 땄뺐於必，版 
抄 疏此 ‘¥<3起能와多벴 

聲切⑶身d瓦ᄃ；됐짰 
® )Lwij 

260-1) 다른 학자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 : 새들을 죽여 여러 갈래로 자른 다음 머리만 손에 쥐 
고 있으면서 다른 날개며 발, 살둥 다른 부분은 뒤섞어 각각 다른 산꼭대기에 갔다 두고서 

하나님이 명령하였듯이 그것들을 부르면 날개는 날아와 날개가 되고，피는 피가되고, 살은 
살이 되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백성들이 지켜봄으로써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소생시키 
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이브누 까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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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1》 

262. 하나님을 위해서 재산을 바 
치되 그 재산을 뒤따르지 아니하 
며 모욕을 가하지 않는 자는 주님 
의 보상이 있으며 그들에게는 두 
려움도 슬픔도 없노라 

263. 겸손한 말 한마디와 관용은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회사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 
며 관대하시니라 

264. 믿음을 가진 자들이여 네가 
바치는 회사를 상기시키거나 모욕 
하여 이를 헛되게 하지 말라 이는 
곧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 
사를 하는 것과 갈으며 이는 하나 
님과 심판의 날을 믿지 않는 것과 
같노라 또한 그들은 매끄러운 돌 
과 같나니 그 위에 한줌의 흙이 
덮여 있으나 폭우가 내려 그것을 
쓸어가 버리고 벌거벗은 돌만 남 
은 것과 다를바 없도다 그리하여 
그들이 얻은 것은 무런 효용이 
없으니 하나님은 믿음을 배반한 
자들을 인도하지 않으시니라 

265.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 
해 재산을 바치고 그들의 마음이 
강직함은u 기름진 과수원과 갈아 
많은 비가 내려 곱절의 수확을 가 
져오도다 만일 비가 내리지 않으 

6巧按쓰好 a 섰!此改차 公:# 
님그고名在公다;?I해活及^ \y^ 
사 

知^과其！起P 故 

少；父별 

쇼도心多초여制系냐冗左겆스0於 
혹此與:쌌넷？八P從句起邊; 

技！51ᄄ 
0 떼ᄆ:多W次요 

必 技义按쌨어6성'2찌敗 

抄此며 |及落교사T대，j 

261-1) 이것은 타북전쟁시 “우스만 이븐 아판”과 “압두 라흐만 이븐 아우프”에 관하여 계시된 말 
씀이다. 그곳에서 우스만은 1,000 마리의 낙타와 1,000 디나르의 돈을 선지자 양손에 놓아 
드렸다. 그러자 선지자께서 거기에 입을 맞추시고 말씀하시길，“우스만이 행한 것은 오늘 
이후 우스만에게 아무런 손상이 없으리”라고 하셨다. 또 “압두 라흐만 이븐 아우프”가 선 
지자에게 4,000 디르함을 가지고 와서 말하길，ᄇ선지자여, 저에게 8^000디르함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저와 저의 가족을 위해서 4,000 디르함을 제가 가지고 있으며，나머지 4,000 디 
르함은 저의 주님을 위해서 빌려 주었습니다”라고 하자，선지자께서는 그에게 말하길, “네 
가 가진것과 네가 빌려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 
자(하나님의 길을 위해 재물을 회사한자는 한알의 밀알과 같으니…)라고 계시가 내려졌다 
(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54). 

265 1) 자선을 베풀 때 그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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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典攻必상峰성必상炎며교 
&\ 짯少도안셈I，起I 
切以安^점5 始뺐功3; 

技 t 起쇼과체文松S起 5대 

면 가벼운 습기로 흡족시켜 주시 
니 하나님은 너희들이 보지 못하 
는 것도 알고 계시니라 

266. 너희 가운데 종려나무와 포 
도나무가 있고 그 밑으로 물이 흐 
르며 모든 종류의 열매가 열리는 
과수원을 갖고 있으나 인생이 늙 
고 자식들이 어려 돌보지 못해 강 
한 폭풍우속에 휩싸여 유황불의 
밥이 될 희망자가 있겠느뇨 그처 
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징후를 
밝혀 너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 

시니라1ᅩ 

267. 믿는자들이여 너희가 얻는 
좋은 양식 가운데서1} 그리고 하나 
님이 너희를 위해 땅으로부터 거 
두워 준 것 가운데 좋은 것들로 
희사를 할 것이며 너희가 눈을 감 
지 않고는 받지 아니하는 나쁜 것 
들로 희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 
님은 풍요하시고 모든 찬미를 홀 
로 받으심을 알라 

268. 사탄은 빈곤으로써 너희를 
위협하여 악을 행하도록 명령하나 
하나님은 너희에게 용서와 은혜를 
약속하였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269. 그분은 그분의 뜻이 있는자 
에게 그리고 지혜를 받을 자에게 
지혜를 주시니라 진실로 은혜가 
넘쳐 흐르도다 그러나 이성을 가 
진자 외에는 그 메시지를 이해하 
지 못 도다 

266- 1) 제2장 216, 26i 265절에 이어 4번째로 언급되는 자선으로 자선은 일생을 통하여 해야 할 
의무임을 제시하고 있다. 

267- 1) 허락된 좋은 양식 가운데서 해야 한다는 뜻으로 다음 3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좋고 유용하고 가치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고，둘째는 정당하게 취득한 것으죽 셋 
째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에서 생산된 것 등으로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교훈을 제시하 
고 있다. 

以와^。與微！•雜 

© 다^物해여;姑 

빠때;公4여치삐 
융^^冬^ 

i고피 I 생 고헬채I成 
© 多起요！쐈巡 

^興^^■按^^透態後««■^雜雜^錢因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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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너희가 자선으로 베풀었던 
모든 것과 너희가 결심한 신앙심 
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 우매한 
자 도움을 받을 길이 없도다 

271. 너희가 자선을 공개하는 것 
도 좋으나1> 남몰래 가난한 사람들 

에게 베푸는 자선이 더 나으니라 
이는 너희의 죄를 속죄하여 주나 
니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272.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그대 
의무가 아니거늘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니라1> 너 
회가 베푼 선행은 너희 스스로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 
는 자선이라 너희가 베푼 선행온 
너희에게 충만하여 돌아오나니 너 
회는 불공평한 대접을 받지 않을 
것이라 

273. 자선은 필요한 자들을 위해 
서 있나니 하나님을 위해 성전의 
여행에 제한을 받아 일을 찾아 지 
상에서 움직일 수 없는 자들을 위 
해서 있거늘 지각이 없는 사람은 
그들이1ᅮ 궁핍하지 아니하다 생각 
하나 이는 그들의 겸손 때문이라 
너회들은 표적으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은 집요한 구걸을 하지 않노 

技ii公 나 o소…※솨 
^雜 J述와 

i；5必 I次^必在 I與比J 

상在士錄따與公;%5此 

©에:攻比炎요 

^10^ 往 났 & « 

볘 폐沒»a 銳^逆J 

私| 與# M및此께때 

271- 1) 오른 손으로 자선을 베풀되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했듯이 남몰래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 
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 더 나으나 베푼 자선을 공개하여도 된다. 

이때는 그 사람의 자선을 공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선을 베풀 수 있는 동기 
를 일깨워 줄 경우이다. 

272- 1) “싸이드 이븐 주베이르”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전하여지고 있다. 

무슬림들은 “아홀루 딤마”(기독교인 및 유대인들》에게 자선(사다까)을 베풀었다. 그런데 
무슬림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자 선지자께서(너희들의 종교를 가진 형제들 외 
에는 자선올 베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자，(무함마드여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그대의 의 
무가 아니거늘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하시니라…，라고 계시가 내려짐으로써 이 
슬람 종교외의 타종교인에게도 자선(사다까》이 허락되고 있다<2장 幻6절 해설참조》. 

273-1) 궁핍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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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너희가 베푸는 어떤 자선도 하 

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라2) 

274. 언제나 밤낮으로 알게 모르 
게 자선을 베푸는 자들에게는 주 
님으로부터 보상이 있으며 두려움 
도 슬픔도 없노라 

275. 고리대금을 취하는 자들은 
악마가 스치므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며 
말하길 장사는 고리대금과 같도다 
라고 그들은 말하나 하나님께서 
장사는 허락 하였으되 고리대금은 
금지하셨노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리업을 단념한 자는 지난 그의 
과거가 용서될 것이며 그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니라 그러나 고 
리업으로 다시 돌아가는자 그들은 
불 지옥의 동반자로써 그곳에서 
영주하리라1> 

276. 하나님은 이자의 폭리로부 
터 모든 축복을 앗아가 자선의 행 
위에 더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사악 
한 모든 불신자들을 사랑하지 않 
으시기 때문이니라 

277.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며 

逆와tjs"; 々나소多낮4 ⑥31 

占와과사 
© 必炎i松 i# 

操，©胸고轉比과收與2明起 
응冬於생 I—쟀必沙仏5i 此 
如心스할교예接이々☆티; 

©。환效必!，0句쇼災^ 

，새恥나的I 心 U沙物※ 
©과jir 

떼!步오9펙II사고難必延1 

2) 소위 분별없는 자선은 오히려 악울 초래함으로써 비난을 받는다<2장 務2절 참조). 진실한 
자선이란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한다고 본절은 묘사하고 있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란 성전으로 전쟁에 나가 가정올 돌보지 못하는 사람，지식이나 기 
술을 가르치며 전달하는 사람，진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둥이 다른 부류의 사람들보 
다 필요하지만 그들의 겸손과 진실과 신앙 때문에 이집 저집 문전구걸을 하지 않는다. 도 
움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자선이 베풀어질 때 진실한 자선임을 묘사하고 있다. 

275-1) 리바는 중액이란 언어적 뜻에서 고리대금, 부당이익 또는 사기성 상행위 등으로 풀이된다. 

대출된 원금 외에 그 이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이자 행위도 포함된다. “리바”란 불법적인 
거래 행위이다. 고리대금이 초래하는 빈익빈 부익부를 이슬람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더구 
나 고리대금 행위는 나태한 습성을 조장해 주며 이기적인 자기 본위로 사로 잡히게 됨으 
로써 공동사회의 윤리와 도덕의 질서를 문란케 하기 때문이다.(믿는자들이여，2배 3배의 
이자를 탐내지 닮며,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진실로 번성하리라 : 3장 130절) 

이 계시는 이슬람이 오기 이전에는 아랍인들의 관례에 따라 복식 이자로 행하여 지고 있 
을 때 계시된 것으로 사려된다. 

•■■鶴M_W，驅^，^표■園 



제2장 바까라 : 278 -282 76 減fe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는 
1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보상이 있으 

며 그들에게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노라 

노께대띠々^ 

278. 믿는자들이여 하나님을 공 
경하라 만일 너희들이 믿음이 있 
다면 추구하는 이자를 포기하라 

노어대》;^1석1 ⑶《々밸 
©起炎衣他 i 

279. 만일 너희가 행하지 않는다 
면 하나님과 선지자께서 너희에게 
경고할 것이며 너희가 회개한다면 
원금을 가질 것이니 부정을 저지 
르지 말 것이며 부정을 당해서도 

1 아니 되니라1> 

리;1바워…5 y;우!多화및2용크 i사 
必，次i채抄S 次i ? 

父度： 

280. 채무자가 어려운 환경에 있 
다면 형편이 나아질때까지 지불을 
연기하여 줄 것이며 더욱 좋욘 것 
은 너희가 알고 있다면 그 부채를 
자선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라 

©i與起때少향 

281.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어느 
날을 두려워 하라 모든 인간은 자 

" 기가 얻은 것으로 대가를 받게 되 
1 나니 어느 누구도 부정하게 대접 

받지 않을 것이라 

^多松i取心必ᄄ松與나 ! 
©在^^P於 

282. 믿는자들이여 일정기간 채 
: 무를 계약할 때는 서식으로 기록 

: 하되1> 양자 사이에 서기로 하여금 

냥쇼향최와敗松고敬 

I 279-1) “아루 이븐 싸끼프”는 “무기라”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준 대여금이 있었다. 1 
그후 일정 기간이 지나 “싸끼프”가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 하자 : (믿음을 가진 자들이여 

i 하나님을 공경하라，만일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추구하는 이자를 포기할 지어다. 만일 
1 너희가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선지자께서 너희에게 경고할 것이며, 너희가 회개한다 
1 면 자본금을 가질 것이니 부정을 저지르지 말 것이며，부정을 당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라 _ 

고 계시가 내렸다. 이때 “싸끼프”는 : “우리는 하나님과 선지자께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 
i 라고 말하고서 단 원금만을 받았다(알바흐르 알무히뜨 337/2). 

282-1) 이 절은 다음 2가지로 요약된다. 후불거 래 및 선불과 후상품인도에 관한 조항과 현금지불 
1 및 현장인도시의 거래에 관하여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후불거래 및 선불과 후상품 
용 인도란 예를 들어，상품은 즉시 인도하고 지불은 일정한 시기，일정한 장소에서 장래에 지 

불하거나 또는 현금은 현재 지불하고 상품인도는 일정한 시기, 일정한 장소에서 장래에 이 |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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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補^隨國^^^■期•■鹽^因■■抵^想想 

강1 향◊했幻고노次妙용성i秘U 
效I典^染犯 I 難I作避 
#(}셋以^多《입^！; 

0與요5品松대卵^秘 

생與빼 IJ 여^ 꾜一以 
細여☆최終:•■， 

起切切빼此必 

次錄裝⑬김■接5故《松i 

起故앞於；技於炯 부하^ 
tJ^s=^jr(i5^ ijJiiJ (jIj s 2수^53 

© 化次:卜犯少技必與松I必나 

공정하게 쓰게 하라 하나님의 가 
르침이시니 기록하는 것을 거절해 
서는 안되며2> 또한 채무를 진 사* 
람으로 하여금 받아쓰게 할 것이 
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경하 
도록 할 것이며 두려움을 소홀리 
하지 말라 그 당사자가 능력이 부 
족하거나 허약하여 받아 쓸 능력 

이 없을 경우는 그의 후원자로 하 
여금 공정하게 쓰게 하라 그리고 
두 남자의 증인을 세울 것이며 두 
남자가 없욜 경우는 한 남자와 두 
여자를 선택하여 증인으로 세우라3> 

한 증인이 잘못 한다면 다른 증인 
이 기억을 할 것이기 때문이라 증 
인으로 요청이 있을 때는 거절하 
지 말라 그 계약의 기간 또는 규 
모가 적던 크던 기록하는 것을 꺼 
려하지 말라 그것이야 말로 하나 
님 앞에서 보다 옳은 것이며 증거 
로써 보다 적합하며 너희간의 의 
심을 없애는 보다 편리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즉석에서 거래하는 
경우라면 기록을 하지 않아도 죄 
가 아니나 상업적 거래인때는 증 
인이 있어야 하며 증인이나 서기 
에서도 손해를 주지 말라 만일 손 
상이 있다면 너희에게 사악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서류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술 
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의무는 아니다. “…그것은 증거로써 보다 적합하며 너희들간의 의심을 없 
애는데 보다 편리한 것이니라”라고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금지불 현장인도의 
경우는 서류계약의 증거는 필요치 아니하나 구두증인은 보다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2) 기록하는 서기는 그 문제에 있어서 신탁을 받은자로써 도덕적 책임을 지고 양 당사자의 공 
정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기록하여야 하며, 그 기술의 재능은 창조주가 주 
신 선물로써 하나님께 봉사하는 정신으로 임하여야 한다. 특히 문맹인이나 거래 관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서기들의 임무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3) 중인으로써 2명의 남자가 없을 경우 남자 1명과 여자 2명을 중인으로 세우는 이유는, 남성 
은 사물이나 사건을 판별할 때 감성보다는 이성에 의존하나 여성일 경우는 이성보다는 감 
성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엄마는 그 애의 잘못 
을 아버지로부터 벌을 피하게하여 줌으로써 사랑을 베풀어 준다. 이로 머루어 보아서도 
어떤 사건을 진술할 때 감정이 예민한 여성일 경우는 그 환경 및 질문자의 질문을 받올 때 
감성에 치우치게 된다. 그러나 2명의 여성올 증인으로 세울때는 한 여성이 감성에 치우쳐 
그릇되게 진술했을 때 또 한 여성은 여성의 본성, 시기 및 질투로 인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것을 부정하려는 심리가 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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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있도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 
니라 

283. 너희가 여행중이거나 서기 
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신탁을 하 
면 족하니라 서로가 신뢰 할 수 
있다면 수탁자로 하여금 그의 위 
탁을 처리하도록 하고 그로 하여 
금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하라 그 
리고 증언을 감추지 말라 그것은 
숨기는 자마다 그의 마음은1> 죄악 
으로 얼룩지게 되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행한 모든 것을 알고 계 
시니라 

284. 하늘과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으며 너희가 
심중에 있는 것을 밝히든 혹은 숨 
기던 하나님은 너희들을 계산하시 
니라 하나님 의지에 의하여 관용 
을 베풀고 또한 그분의 뜻에 의하 
여 벌을 내리시니 하나님은 진실 
로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심이라 

285. 선지자는 주님이 계시한 것 
을 믿으며 또한 믿음을 가진자 그 
러하도다1ᄉ 그들 각자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서들과 선지자들을 믿 
으며 우리는 선지자들을 차별2>하 
지 않도다 우리는 청취하고 복종 
하며 당신의 용서를 구하나이다 
주여 여정의 종말을 당신에게로 
돌리나이다 

286.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탱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짐을 주지 않 
으시도다1> 인간은 그가 행한 선의 

스봉之그^起띠J 
빼■▲과救 
행씽해빠必义대，양冷 

©향必故호다技15 

1犯!;災此 
^版놘技I 知次식빼뼈 

© 욧과故 身多쑈於街P 성표;免/ 

6多，從; 、吹^^ 
ᄐ노^^ 

© 名一1휀!3明폐延 

匕⑯따匕沙태：했고 技I와5 

283-1) 그것이 건전할 때 전체가 건전하며 그것이 병들 때 전체가 병드나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라. 

285-1)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무함마드를 확중하고 
마찬가지로 믿는 신도들도 그렇게 믿고 확증하도다. 

.2)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구별하여 믿음. 

_鐵^^^^^驗^^^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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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받으며 그가 저지른 악의 
대가를 받으니라 주여 망각을 했 
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저희를 
벌주지 마옵소서 주여 저희 선조 
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던 것처 
런 저희가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주여 저희가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짐만 주소서 저희 
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저회에게 
축복을 주소서 당신은 저희의 보 
호자이시니 불신자들로부터 승리 
케하여 주옵소서2> 

286-1)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 인간이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요구하지 아니하며 그 
인간의 능력이 할 수 있는 것 까지만 요구하고 있다. 

2) 파티하 장과 바까라 마지막 장 286절을 밤에 읽을 때 그것은 그것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이 
브누 마쓰우드가 전하고 있으며，부카리는 파티하와 바까라 마지막 286 절은 다른 선지자 
들에게는 베풀지 아니하고 선지자 무함마드에게만 베푼 2개의 빛이라고 전하고 있다(사프 
와트 타파-씨르. 제1권. p.167). 

。立하少띠公!^色其 0나到i 
3이公외?、與起ᄃ 幻與드명}起I 

义넷I 多볏注 SUP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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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이므란 

「이므탄 장은 메디나에서 계시된 200절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두가 

지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하나님의 유일성에 관한 신앙과 예증을, 

둘째，이슬람법과 성전에 관하여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유일성에 관하여는 그분의 말씀으로 홀로 계심을 증언하 

고 예언자가 온다는 것과 꾸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써의 사실임을 예 

증하고 유대인과 기독교인(Ahlu Ki治b)들이 이슬람과 꾸란과 무함마드 

에 관하여 의심한 바를 일소하고 있다. 

「바까라」장이 유대인들의 진상과 그들의 권모술수와 책략에 관하 

여 묘사하였다면「이므란」장은 예수의 임무와 예수를 신격화한 삼위 

일체설을 주장하고，무함마드가 최후의 예언자로서 선택된 것과 그분 

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최후의 말씀인 꾸란을 부정한 기독교인들 

에 관하여 묘사하고 있는데「이므란」장의 절반이 이러한 문제를 다루 

고 있다. 

또한，마리아와 예수에 관한 의혹을 제거하는 한편 유대인들에 대 

한 하나님의 질책과 더불어 그들의 권모술수에 유혹되지 않도록 무슬 

림들에게 경고 하고 있다. 

이슬람법에 관한 구체적 조항으로써는 성지순례，성전，고리대금 

및 이자문제，이슬람세에 관한 조항을 다루고 바드르 전투，우후드 전 

투에서 믿는 사람들이 얻은 교훈과 바드르 전투에서의 승리가 묘사되 

고 있다. 바로 이 전투에서 하나님은 군대와 무기가 열세이면서도 믿 

음이 강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그분의 지혜를 보여 주었으며，선과 악 

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위선과 위선자들의 속성을 묘사한 두I，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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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무주를 생각하고 숙고함으로써 발 

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성과 조하，그리고 신비를 발견하게 

함으로써 창조주의 존재를 인식케 하고 있으며，선을 실현하기 위한 

성전 그리고 성전하는 사람들의 인내를 끝으로 묘사하면서 그들의 승 

리와 영광을 약속하고 있다. 

“믿음을 가진자들아 꾸준히 인내하고 그 인내로 하나님의 적들에게 

대항하라. 그리고, 서로 단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그대들이 승리 

하여 번성하리라.「알 이므란」이란「이므란」의 가족이란 뜻으로「알 이 

므란」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버지이다. 

본「이므란」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잉태하 

게하여 예수를 출산한 마리아와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가족들 

모두를 기념하는 것으로「알 이므란」즉，「이므란」가족의 장<章)이라 

불리워진 것으로 본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권.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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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비로우시고 자애^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알리프 람 멈1 2> 

2.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으며 
그분은 생존하시며 영원하시도다1》 

3.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내리 
셨고 앞서 온 것을 진리로 확증하 
면서 그대에게 그 책을 계시하노 
라 

4. 이전의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 
라 그리고 옳고 그름의 지침서를1》 
내렸노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반 
하는자 그들에게는 엄한 벌이 있 
을 것이라 하나님은 강하사 그들 
을 패배하게 하시니라 

삽—.』•호 

0스玄찾 I 나 U- 

dP 

시 成그要此고私砂抄 

!，立銳在明I〔射;。劉;必沒占 
4육그多과 

1- i) 이 문자를 해설하는데는 학자들간에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세 문자는 꾸란에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이거나 또는 훌륭한 하나님의 이름 또는 하나님 
만이 알 수 있는 문자 또는 생략된 약어로서 쌀리프」는 하나님(Allah》올, 함 은 자비(Latlf), 

임j 은 영광(M^d)의 생략형으로 보는 학자가 있고，또는 어떤 심원하고 신비한 진리를 나 
타내는 상징어로도 풀이하고 있다. 

2- 1) 하나님 외에는 신(God)이 존재하지 아니 하므로 그 분 외에는 어느 무엇도 경배받을 자격이 
없으며 그 분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심을 말한다. 

이 절은「나즈란』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대표들에게 계시된 것으로 그때 말이나 낙타를 타고 
온 그들의 숫자는 60명이 넘었으며 그 가운데 14명의 지도자들과 3명의 고관이 있었다. 이 3 

명의 고관중에는「압두 알마씨흐」가 그들의 통치자였고，「알 아이훔! 은 고문이며,「아부 하리 
싸 이븐 알까마』는 학자였다. 이들이 예언자에게 와서 말하길，41예수는 바로 하나님 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때로는 예수는 
「성부=성자=성신』입니다” 예언자 무함마드가 대답하기를 “우리의 주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시지 아니한가!” 라고 하자 그들이 말하길 “그렇습니다” 또 선지자께서 “하나님은 자 

손이 없지 아니한가?” 라고 하자 그들이 말하길 “그렇습니다” 또 선지자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모든 것에 양식을 주시는 분인데 예수도 그 가운데 어떤 것 
을 소유하고 있는가?”라고 말씀하자 그들이 말하길,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선지자께서 말씀 
하시길 “하나님은 하늘과 땅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예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못하지 아니한가?”라고 하자, 그들이 말하길 “그렇습니다” 또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음식을 먹지도 아니하시고 음료수도 마시지 아니 하시며 
어떤 것도 발생하지 아니한데 예수는 음식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고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아니 
했는가?” 라고 하자 그들이말하길 “그렇습니다” 그러자 또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길 “그렇다 
면 어떻게 너희들이 주장한 대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러자 그들은 침묵을 지키 
며 고집할 뿐이었다<알파크르 알라지 165/7 및 이브누 까씨르 알무크타싸르 288/1). 

4-1) r푸르깐』이 란, 

하늘에서 계시된 성서로 사실과 허위를 또는 광명과 멸망을 구별하여 주는 지침서로 해석되 
고 있는 꾸란을 의미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권.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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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천지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 
님께는 은폐될 수 없노라. 

6. 하나님은 그분의 의지에 따라 
자궁속에서 너희를 만드시니1> 그 
분 외에는 신이 없으며 그분은 권 
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7. 그대에게 그 책을]》계시한 분 
이 하나님이시며 그 안에는 근본 
의 말씀이 있어 성서의 모체가 되 
고 다른 것은 비유적이라 그러나 
그들 심중에 의심을 가진자들은 
비유적인 것을 따라 이설을 조성 
하고 그안에 숨겨진 것을 갈구하 
나2> 하나님 외에는 o}무도 숨겨진 

의미를 알지 못하도다 어떤 지식 
에 인식되어버린 자들은 우리는 
그것을 믿나이다 모든 것은 우리 
의 주님으로부터 왔나이다 라고 
말하나 지식을 가진자 외에는 아 
무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노라 

8. 주여 당신께서 저희를 인도하 
신 후 저희의 마음이 방황치 않도 
록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 난있넜강년此짯冗犯낸 

호인혁、되노대 I 쇼로公되必과? 
①;多收P 必 

公效의 

세 죠—鄕여典必於 

多雜i 影成 G沙和P 政잃M 

此地必必ii起고 화必했冷抄珍 
©4,四必假此S 

6- 1)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들이며(성자)，神(성신)이라고 주장한 이설에 대 
한 계시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궁에 인간을 잉 
태하게 할 수 있다는 것과 예수도 다른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복임올 제시하고 
있다. 한 생명이 자궁에서 잉태될 때 누가 이 생명의 신비와 조화를 알수 있겠는가? 오로지 
창조주 밖에는 알 수 없는 것이며，예수의 잉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생명의 형성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7- 1) 이 절은 우리에게 꾸란을 해설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꾸란의 
뜻을 2가지 측면에서 해설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는 문자 그대로 성서의 모체(Ummu al 
Ki治b》으로서 성서의 가장 핵심적인것과, 둘째로는 애매한 부분, 은유법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써 창조주의 의도를 정확히 묘사할 수 없으며 인간의 지혜로써도 
무한대에 있는 창조주의 지혜를 완전 파악할 수 없는 말씀들로써 이것들은 믿음으로써 얻어 
지는 것이다. 

2) 그들의 신앙에 이설올 불러 일으켜 불화를 조성하고, 즉 길을 잘못 들어산 기독교인들이 “예 
수가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아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한 것을” 구실 
삼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써 하나님의 일부분이며 예수를 신성화 하고 있으나，“그(예수》 
는 우리(하나님》가 그에게 은혜를 베푼 한 종복이니라”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서 예수 
는 하나님의 한 종복이며 선지자들 가운데의 한 선지자로써만이 입증되고 있을 뿐이다. 

活■명텔寒我병因?빠^^活理 錢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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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 주소서 진실로 당신은 은혜 
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9. 주여 당신은 의심할 바 없는 
어느 날에 모든 인간을 한곳에 모 
이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결코 약 
속을 어기지 않으시니라1> 

10. 믿음을 배반한 그들의 재산 
과 자손이 그들에게 O}무런 효용 

이 되지 못하고1> 불의 연료가 될 
것이라 

11. 파라오의 백성들과 이전 백 
성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불신 했 
으매1>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로 
그들을 포획 하셨으니 하나님의 
벌은 엄하시도다 

12. 믿음을 부정한 자들에게 이 
르되 그들은 곧 멸망당하여 악마 
의 거주자인 지옥에 모이게 되리 
라 말하라1> 

13. 이미 너희를 위해 계시가 있 
었노라 두 부대가 전쟁을 하매 한 
부대는 하나님의 길에서 싸웠고 
다른 부대는 믿지 아니하였으며 

■此，조始以成교여®狀: 

患피， 

고鄕 5j抄;:U災〔，明與혀版 

표닥以노^효^、J 구고 
© 님릭多사丄(S 

a以소校起 행i ⑯:從 i少 ^ 

棟與必펴炎하 

9-1) 이 절은 지식과 이성에 근거를 둔 사람들의 기원으로 그들이 알면 알수록 그들이 정신 세계 
의 심오한 모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음을 더욱더 깨닫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는 순간마다 그들이 얻은 광명으로부터 그 
들을 보호하여 달라고 기원하며 그들의 모든 의심이 해결될 때 그들은 하나님께로 귀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여기서 의심할 바 없는 그날이라 함은 심판의 날을 의미한다. 

10- 1) 내세에서 하나님이 벌을 내릴 때 현세에서 얻었던 모든 재물과 자손과 권세는 모두 무용지 
물이 되며 오직 그가 현세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실천한 선행만이 유용할 뿐이다. 

11- 1) 불신자들의 상태는 오만했던 파라오의 백성들과 파라오 이전에 선지자들의 안내를 거역했 
던 후드，살레 및 슈와이브 백성들 처럼 또는 그 이상으로 벌을 받는다는 교훈으로 메카 불 
신자들에 대한 경고이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권. P.9). 

12- 1) 모세가 애굽인들에게 경고하였듯이 이 절은 유대인과 기독교인 그리고 불신자 및 우상을 
숭배하던 아람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또，바드르 전투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이들은 반 
드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도 다음 절에서 언급 되고 있다. 
또한, 비잔틴제국과 페르시아 왕국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멸망된 것처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隨隨因商，^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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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숫자는 곱절이었도다 그러 
나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승 
리를 거두시니 실로 이것은 눈을 
가진자들을 위한 교훈이라1》 

14. 여성들과 자녀들과 금은 보 
화들과 말들과 가축들과 농경지들 
은 인간의 현세 즐거움으로 장식 
되었으니 이것들은 현세 생활의 
즐거움이라 그러나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보다 즐거운 안식처라1》 

15. 그것1》들보다 훨씬 좋은 복음 
을 내가 그대에게 주리니 일러가 
로되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위한 천국이며 그 밑에는 
강이 흐르고 티없는 배우자와2ᅭ 더 
불어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곳에서 
영생하리라 하나님은 그분의 종복 
들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16. 그들은 말하길 주여 저희는 

쇠 y쇼 (s少延 

必구 u與 u소敗넜 

(고5되!“고3가石 
산勤 화取괴夕今찾요©技今分 

©냥切녀와物; 

수;冗맹公노冬》%※닛多섰; 
©與?V冬나5 技心知^必과j|고必 

다iE상改^^ 

131) 헤즈라2년「라마단』달에 있었던 바드르』전투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예증으로 메카에서 온 
소수의 무슬림(MuhAjiiin)들과 메디나에 있었던 소수의 무슬림(Ansari)들이 소규모의 부대 
를 구성하여 메카의 불신자들과 메디나 주변 또는 메디나 안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고 위선 
자들로 구성된 대 규모의 부대를 갖고 있는 이들의 끊임없는 공격에 대항하여 싸워왔다. 

메카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무함마드와 그의 
군대를 멸망시키려 하였다. 이 목적올 위해「아부 수피얀j은 시리아로부터 군지원과 원조를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전쟁은 메디나에서 약 50마일 떨어진 바드르』평원에서 전개되었는데 이때 무슬 
림으로 구성된 부대는 단지 313명으로 무기도 갖지 못한 군인들이었지만 무함마드가 지휘 
한 이 군대는 믿음과 신앙으로 그들에 대항하여 결투하였다. 

한편，메카 군대는 훌륭한 무기와 장비로 무장하였으며 그 숫자도 1,000명 이상이 되었으며 
이들을 이끄는 지도자들 가운데에는「아부 자흘』을 포함하여 전쟁에 경험이 많은 무사들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슬람을 박해하였던 '아부* 자홀』과 많은 군지도자들이 살해되 
었으며 무슬림들의 훌륭한 승리로 끝났다. 

14-1) 인간을 가장크게 유혹하고 치장을 하는 것은 여성이며 그 다음으로 인간의 마음을 믿음직 
스럽게 하여 주고 눈을 기쁘게 하는 자손이며 그 다음으로 금은 보화와 재물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현세 삶의 한 장식품에 불과할 뿐만 아니 라 순간의 기쁨에 그 
칠 뿐이다. 그러나 내세의 기쁨과 행복은 영원하며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 

다. 

15-1) 인간을 위하여 장식된 현세의 모든 것들 
2) 제2장 25절 참조 및 비교 

*逆!siW병^技田述^■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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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나니1> 저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지옥의 재앙으로부터 보 
호하여 주소서 

17. 이들은 인내하는 자들이며” 

진실한 자들이며2ᄆ 순종하는 자들 
이며3ᅩ 자선을 베푸는 자들이며4>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이른 새벽 
에 있는 자들이라 

18. 하나님께서 증언하사 그분 
외에는 신이 없으며 천사들과 학 
자들도 전지전능하신 그분 외에는 
신이 없음을 확증하노라1ᅭ 

19. 하나님의 종교는 이슬람 뿐 
이며 이전에 성서를1ᅩ 받은 이들도 
달리하지 아니하였으나2} 그후 그 
들에게 그른 지식이 도래하였더라3》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자 하나 
님의 심판을 곧 받으리라 

20. 만일 그들이 그대에게 논쟁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귀의하였으 

必놋와5 Gg화; 

시"如;획必행면선^않 
©名妙와3必홧캤必 多V내 

⑯교，必것文과 씨다 
與大D 必爲:니 必切?i 我fi 間 
W쇼例 4ii 

(5)‘셰 

노ᄂ多3닛i 쇼左고1公£와용&생 

16- 1) 당신 하나님과 당신의 성서들과 당신의 선지자들올 믿나이다. 

17- 1) 시련과 고난과 시험에 인내하고 참는자들(제2장 班절 참조) 
2) 믿음에 진실하고 주님앞에 충실한 자들 
3)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4) 재물과 재산을 하나님 사업을 위해 바치는 자들 

18- 1) 선지자께서 메디나에 정주하고 있을 때 샴(지금의 시리아，팔레스타인，레바논)지역으로부 
터 2명의 교구장이 찾아왔다. 이들 교구장은 그분께 들어가자마자 그분의 모습과 품성으로 
써 그분을 금방 알았다. 그 교구장들이 그분에게 말하길 ; “당신이 무함마드입니까?”라고 
하니，말씀하시길，“그렇습니다” ; 이때 또 그들이 묻기를 “당신이 아흐마드입니까?”라고 하 
니 말씀하시길，“그렇습니다” 이때 또 그들이 말하길，“우리가 당신께 쉬하다j에 관하여 질 
문코자 합니다. 당신께서 그것을 저희에게 일러 주신다면 우리는 당신을 믿고 당신을 확신 
하겠습니다”라고 하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길 ; “질문하시요”하니，그들이 말하길 ‘ 
**성서에 있는 가장 훌륭한 쉬하다」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옵소서”라고 묻자，(하나님께서 증 
언하사 그분 외에는 신이 없으며…)라고 계시가 내려졌다. 그후 이 두 교구장은 그분이 하 
나님의 선지자임을 확증하였다(알꾸르뚜비 4/41 및 알바흐르 알무히뜨 2/401). 

19- 1) 구약 및 신약성서를 가리킴 
2)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도 이슬람과 선지자 무함마드에 관하여 견해를 달리하지 아니하였 
다. 

3) 시기심과 교권 장악과 욕망 때문에 서로 다른 자기들의 견해를 주장하게 되었다. 

■織_編■織編活^w理錢活■織ns威로^^獨^^松■紋關■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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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1> 나를 따르는 자들도 그러하다 
고 말하라 성서의 백성들에게 그 
리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2> 너희 
는 귀의하였느냐고 말하라 만약 
그들이 귀의한다면 그들은 옳은 
길로 인도될 것이며 그들이 등을 
돌린다해도3> 그 계시를 전하는 것 
은 그대의 의무이라 실로 하나님 
은 그분의 종복들을 지켜보고 계 
시니라 

21.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예언자들을 부당하게 살해하몌>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을 살인하는 
자 그들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벌 
이 있을 것이라2> 

22. 그들의 일은 현세에서나 내 
세에서도 무의미할 것이며 그들을 
도와 줄 어느 누구도 없노라 

23. 너희는 성서의 일부를]) 받은 
그들을 보지 아니하였느뇨 그들의 
분쟁이 하나님의 성서로 해결되어 
져야 한다고 촉구 되었으나 그들 

소賢띠드^! 
학와며^ ■■최此1 

©次날노!玄산5 技)드 

육수II ^ 심iV ᄋ;次次은 드£々 
은^ 성과Jh 

행jia겠미 丄유쇼々轉고 

© 

20- 1) 와즈히」란 나의 얼굴이란 언어적 뜻에서，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나는 하나님의 종 
복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치며 또한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고, 또한 그분께서는 부 
인도，자손도，그분과 대등할 어떤 동반자도 두지 않했다는 것을 말한다. 

2) 성서의 백성들 즉，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인류의 종교사를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교는 하나로써 그것이 다시 이슬람에서 완성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알지 
못하는 자들이란 우상을 숭배하던 아랍인들을 의미한다. 

3) 이 계시가 성서의 백성들에게 계시되었을 때 그들은 말하길 ; “우리는 이슬람에 귀의 하였 
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때 선지자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길 ; “너희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종복이며 선지자임을 증언하는가?”라고 하자 그들은 “주여! 마옵소서”라고 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계시하길 u만일 그들이 둥을 돌린다면…”라고 계시된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다 
(타파씨르 아비 알싸우드 1/233). 

21- 1)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무참히 살해했던 유대인들을 말하며 이들 유대 
인들은「자캬리야』와「야히야』의 아들과 많은 예언자들을 살해하였다. 부누 카씨르」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루 동안에 300명의 예언자를 살해한 것으로 전하 
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권. p.13). 

2)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자，예언자들을 살해하는자，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살해 
하는자，이 3가지 부류의 죄악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벌을 말함. 

23-1) 성서의 일부란 하나님의 말씀가운데서 일부분으로 모세의 율법도, 예수의 복음서도 성서의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하며 무함마드를 통하여 계시된 꾸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 
음을 예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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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는 뒤돌아서 반대하더라 

24. 그들이 말하길 그 불은 우리 
J 를 스치지 아니할 것이며 스치더 
라도 단지 한정된1》며칠간에 불과 
하리라 그들은 그들의 종교에 관 
해 자신들을 배반하였더라 

，※今 iJ公뼈리心延※최 

25. 그러나 하나님이 의심할 바 
없는 하루를 대비하여 그들을 모 
았을 때1ᄆ 그들은 어떻게 되겠느뇨 

! 각자는 그들이 얻은 것 만큼 대가 
| 를 받되 불공평한 보상은 받지 않 
1 노라 

j公^ 巧;;0※다년/도U起“때육多 
® 리公발以J식고? 

26. 일러가로되 권능의 왕이신 
^ 하나님이여 당신은 당신의 뜻대로 
5 권능을 주시기도 하고 권능을 빼 
J 앗기도 하시며 또 영광과 천함을 
! 주시나니 당신의 손안에 모든 영 
광이 있나이다 진실로 당신은 모 
든 일에 전지전능하시도다” 

心⑫; ⑵ Id多쇠1상많‘숏 
향대‘향^삶한않화始於 

27. 당신은 밤을 낮으로 하고 낮 
을 밤으로 하시며 죽은것을 살게 

: 하고 살아 있는 것을 죽게 하시며 
: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풍성한 양 
E 식을 주시도다 

혀나其여| 立例棟玉砂나必；년 

必 나니차 

28. 신앙인들은 불신자들을 신앙 ^ ^ 必^닛 : 

I S 
1 24-1) 하나님을 부정한 이들이 주장하길，우리는 예언자들의 자손들이니 불 재앙이 우리를 덮치지 I 

1 아니 하리라，만일 불 재앙이 우리를 덮친다 하더라도 소를 숭배했던 40일간에 불과하리라. 
1 (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권. p.14) 

] 25-1) 부활의 날 심판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모이게 하였을 때 | 

! 26-1) 앞서 하나님의 유일성과 예언자의 도래와 이슬람에 관한 말씀에 이어，25절-성8절에서는 이 
1 슬람과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가까웠음을 예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권능안에 있어 그분이 원하시는 자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앗아가시며 
1 그분의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곧 그분의 종교 
1 가 승리하리라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 

선지자께서 메카를 정복하고 페르시아와 로마의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약속하였다. 이때 
2 위선자들과 유대인들이 말하길，“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페르시아와 로마의 모든 것이 어 
1 떻게 무함마드에게 온단 말인가? 그들 로마인과 페르시아인들은 그들보다 더 강하지 아니 
j 한가?”라고 하자 26절이 계시된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다.(티프씨르 알꾸르뚜비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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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에 우선하여 친구로 택하지 
아니하도다1》그렇게 하는자 있다 
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없나니 항상 경계하여 그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보호하는 길밖엔 없 
노라 하나님은 너희로 하여금 그분 
을 기억케 하여 주시니 최후의 목 
적은 하나님에게로 가니라 

29. 일러가로되 너희 마음속에 
숨기는 것이나 들어내는 것을 하 
나님은 모두 아시며 또한 천지에 
있는 것도 알고 계시나니 하나님 
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 하시도다 

30. 모든 사람이 행하였던 선과 
행하였던 악이 나타나는 그날에]) 
각자는 그것과 그것 사이에 굉장 
한 공간의 거리가 있었으면 하고 
바랄 것이라 하나님은 그분의 벌 
로써 너희에게 경고하시니 하나님 
은 그의 종복들에게 은혜로 충만 
하심이라 

31. 일러가로되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1> 따를 것이라 그 
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 
사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하 
나님은 용서와 자비로 충만 하시 
니라 

32.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에게 
순종하라1> 하였으니 이를 거역하 

致乂I 士6多녀나 (그*연 占^;성 
생與、"; 始淑與幻홧 

표)대^;1보넷 (文公; 쇼 

。藏齡섞숀占와 tt多抄句않 
4必雄夕以Q 起端網고歎갗 

©必與요技!多必5 

© 足必따i!後炎 

빼必■상^ 

我-1) 믿음과 신앙이 인간생활의 기본적 과제라 한다면 사교나 우정의 교환은 자연히 믿음과 신 
앙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된다. 사악한 교우는 올바론 예의와 믿음과 신앙을 병들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상 엄무속에서 믿음을 갖지 아니한 사람에게 도움올 구하는 것보 
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게 도움을 구함으로써 공동사회의 조직올 강화하고 단결과 조화 
를 이룰 수가 있고 형제애를 더욱더 강화할 수 있다. 

30- 1) 부활의 날 모든 인간은 알게 또는 모르게 행하였던 모든 선행과 악행의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선행은 선행으로써 보상이 있을 것이요 악행은 그에 해당하는 보상이 있다. 

31- 1) 하나님의 최후의 선지자. 

32- 1)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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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자 하나님은 이 불신자들을 사 
랑하지 아니 하시니라 

33. 하나님은 아담과 노아와 아 
브라함의 가족과 이므란의 가족을 

모든 사•탐들 가운데서 선택하셨더 
라1) 

34. 그들은 서로가 한 후예들이거 
늘1>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 
시노라 

沈. 이므란의 여성이1ᅮ 말하길 주 
여 저의 태내에 있는 것을 당신에 

게 바치겠나니 이를 받아 주소서2ᅳ 
당신은 모든 것을 들으시며 알고 
계시나이다 

36. 그녀가 분만을 하고서 말하 
길 주여 저는 여자 아이를 분만하 
였나이다 하나님은 그녀가 분만한 

必 在與I毛故 

必以必此此鳴 

⑶往 t成‘과妙仏 i切낙於화 

j따物;예하5,必心떠賊 

※按^께夕激와요^ 

33- 1) 아담』을 인류의 선조로，노아」를 최초의 예언자로 아브라함」의 가족 가운데서 이스마엘j 
과「야곱』그리고 최후의 예언자 무함마드를，서므란ᅵ 의 가문에서 마리아』의들이며 이 

스라엘 자손의 예언자로「예수」를 백성들 가운데 그 당시의 지도자로 선택하였다(꾸르뚜비 
가 전함). 

34- 1) 유대교, 기독교，이슬람의 예언자들 모두는 같은 계보에서 유래하고 있다.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를 한 가정이라 할 때 하나님이 창조한 개체의 인간은 그 가정의 구성원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분의 예언자들을 사랑하고 예 
언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곧 인간의 사랑과 순종과 고행은 바로 인간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시험인 것이다. 

35- 1) '예수』의 이야기는「마리아』가 탄생하고，사가라』의 아들 세례 요한이「예수』의 탄생을 예 
언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요한」의 어머니「엘리자베스』는 '예수」를 낳은 과리아』의 사촌이었으므로(누가4음 136), 

요한」과「예수』는 한 핏줄을 이어받은 사촌간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아론』의 딸이었고(누가복음 1:5)，또한 아톤」은 모세】 의 형(출애굽기 
4:14)이며，•모세j 는 :아므란」의 아들이었다. 

그녀의 남편 r사가라j는 성직자였음으로 그녀의 사촌 마리아』는 성직자 가정의 출신으로 
간주된다. 전통적으로「마리아』의 어머니는 한나』(라틴어로는 안나, 영어로는 안네)라고 불 
리워졌으며，그녀의 아버지는「아므란」이라 불리워졌다. 그리하여「한나】 는「아므란』의 부인 

으로，노f므란」성직자의 한 가정을 이루었다. 
2)『무하르라르j 의 의미는 모든 속세로부터 벗어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뜻. 나이 
가 많아 아이를 잉태하였기 때문에 그녀는 아들을 낳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였으나 하나 
님은 그녀에게 o}들 대신 딸을 주었다. 그러나 그 딸은 바로 여성들 가운데서 선택 받아 r 

예수」를 낳은『마리아』였다, 

■目^，織_被好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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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잘 아시도다 남자가 여자와 
같지 아니하니 그녀의 이름을 마 
리아1》라 하였나이다 그녀와 그녀 
의 자손을 사탄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명령하였노라2> 

37. 주님께서 그녀를 가까이 수 
락하사 그녀가 순결하고 름답게 
성장하도록 사가라1}로 하여금 돌 
보도록 하셨노라 그가 그녀2>의 요 
람에 들어갔을 때마다 그녀에게 
먹을 양식3》이 있음을 발견하고서 
말하길 마리아여 이것이 어디서 
왔느뇨 라고 하니 그녀가 말하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 
님은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읍니다 라고 말하더라 

3公. 그런 후 사가라는 주님께 기 
도 하며 말하길 주여 훌륭한 당신 
의 자손을 제게 주옵소서 당신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시나이다1> 

39. 그가 요람에 서서 기도를 드 
리고 있노라니 천사들이 그를 불 

⑶到그^ 賊fi—s낸육效■ 

抄쇼犯리쇼與技冗폐느 
© 온셨始쳐 ■ 

緣없仏 a必숀3難爲强匕典松 
© 고公나^최북》 

V!외나않나抄고P 炎技 

36- 1)「마리아』의 언어적 의미는 주님께 헌신하는 여종이란 뜻이다(사프와트 타피씨르 제2권. 

P.20). 
2) r마리아』의 어머니는 남자 아이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자 아이라 해서 실망하지_ 

아니 했1ᅩ 그녀의 딸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으로 동정녀 몸에서「예수』아기를 탄생하여 하 
나님께 헌신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마리아」를 모든 악 
으로부터 보호하여 줄 것을 주님께 구원하였다. 

37- 1) 자카리야 
2) 마리아 
3)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속에서 성장하여 갔다. 그녀를 위해 하나님은 물질적 양식 
은 물론 정신적 양식까지 보내셨다. 그녀의 곁에는 항상 겨울철에도 여름 과일을，여름철에 
도 겨울 과일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무자히드」는 “이렇게 하여「마리아」는 순결하고 아름답게 성장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기독교인들이 말하길，마리아』는 12살 때까지 성전에서 양육되었는데 그것은 마치 

한 마리의 비둘기 갈았다라고 말하고，또 천사들이 그녀를 양육했다고 하였다， 

38- 1) 사가라(자카리야》와 그의 아내는 나이가 많아 정상적으로 아이를 더이상 낳을 수가 없었으 
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리하여 나이가 많이 들어 아이를 낳을 수 없었으므로 더이 
상 아들을 원하지 아니하고 자라나는 신비의 여자아이 마리아의 몸에서 아들을 잉태하여 

주길 기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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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이르되 하나님께서 요한1〉으로 
하여 너에게 소식을2> 전하리니 하 

j 나님의 말씀으로 한 아이가 잉태 
1 하여 태어나니 그가 예언자들 가 
| 운데 한 예언자가 되리라 

40. 그가 말하길 주여 어떻게 제 
가 아들을 가질 수 있나이까 저는 

J 나이가 들었으며1> 저의 아내는 임 
5 신을 못하나이다 이에 천사 가로 
3 되 그렇게 되리라 뜻이 있으면 하 
1 나님은 행하시니라 

41. 그가 말하길 주여 저에게 예 
f 증을 주옵소서 이에 천사가 말하 
5 길 너는 어느 누구에게도 몸짓 외 
S 에는 삼일간을 말하지 말며 너의 

주님을 수차례 염원하고 조석으로 
! 그분을 영광되게 하라 

42. 또 천사가1> 말하길 마리아여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사 청결케 
했으며 너를 모든 여성들 위에 두 
셨노라2) 

43. 마리아여 경건한 자세로 너 
의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 
하는 자들과 함께 허리 굽혀 예배 
하라 

® ★상I占확⑷육5 

⑷드쌨(與:均炎桃:突쇼야藏 

9?^m 過요抄光요廢被 

® 피^ 느u대“轉; 

@ ⑯必 必!;每i 與0我 

39- 1) 야히야 
2) 칼리마 미날라j 는 하나님으로 부터의 한 말씀이란 뜻으로，예수j 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있었라”하는 말씀으로 아버지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하게 되었다. 

40- 1) 이때 남편의 나이 120, 부인의 나이 98세로 임신을 할 수 없는 나이였으나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사프와트 타ᅭ씨르 제2권. p.21) 

42-1) 가브리엘 천사 

2) 1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로써 일반 여성들과 다른점이 있다. 육체적 교제가 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으로써 아들을 잉태한 점이다. 그녀의 아들「예수^!• 인간 이상의 존재가 아니 
듯 그의 어머니 마리아j 도 인간 이상의 존재는 물론 아니다. 유니테어리언과(Unitarian 
1744년 영국 런던에서 일어난 신교의 일파)는 삼위일체설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주장하며 그리스도를 신으로 인정치 않고 있다. 한편 다른 이론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이며,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로마 카틀릭에서는 •마리아』룰 하나 
님의 어머니라 부르며 f마리아』를 승배하고 있다. 이 카틀릭 이름은 431년예피수스회의 
(The Council of Ephesus)에 과해 시인된 것으로 보인다. 마리아』란 뜻은 주님에의 종복 
또는 봉사자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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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이것은 하나님이 그대에게 1 

| 계시한 보이지 않는 복음의 일부 
； 이거늘1> 누가 마리아를 보호할 것 
1 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그들이 화 
1 살을의 던졌을 때 그대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그 
I 것에 관해 논쟁을 할 때도 그대는 
I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 하였노라 

최여巡應^^ j 

® j; 

45. 천사들이 말하길 마리아여 
S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으로 복음 

을 주시니 마리아의 아들로써 그 
I 의 이름은 메시예수이니라 그 
운 는 현세와 내세에서 훌륭한 주인 

이시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 가 
s 운데 한분이라 

쌨々錄빠창辨향M故 j 

i읽法나하 j 

©述나主^n생，; { 

46. 그는1》요람과 그리고 성장해 
J 서2> 사람들에게 말을 할 것이며 

의로운 자들 가운데 있게 되리라 

©法써^必必idJ면，i ; 

47. 그녀가 말하길 주여 제가 어 
< 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어 

떤 남자도 저를 스치지 아니하였 
습니다 그가 말하길 그렇게 되리 
라 그분의 뜻이라면 창조하시니라 

|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 이렇게 말씀하시나니 있어라 그러 
| 면 있느니라 

3남%노대從 a 接^必새s ； 

⑯心起1;與松생公 j 

©교I하 ; 

44-1) 보이지 않는 복음의 일부 :「아므란』의 부인과 그녀의 딸 동정녀 마리아j 에 관한 이야기로 
1 무함마드에게 계시한 보이지 않은 예언자들의 이야기 
1 2) 화살을 던져서 점을 친 옛 관습중의 하나(제2장 219절 참조) 

1 45-1) 메시oVj 란 헤브리아 및 아랍어로 표시된 이름이며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 Christj，그리스 
어로는「크리스토스 : Christosj, 한국어로는 ᄀ그리스도』라 번역되어 있다. 그 뜻은 “기름으 

i 로 세례를 받음”이란 내용으로 왕들이나 교구장들은 그들 직책에 둥천할 때 기름으로 성별 
| 식을 하였다* 

| 46-1) 예수 
I 2)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 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라고 예수가 예수의 

어린시절을 묘사하고(누가복음 제2장 40절) “사흘 후에 성전에 가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중 
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라고 예수의 12살 시절의 상황을 묘사하 

| 고 있다(누가복음 제2장 4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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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그분은1〉성서와 지혜와 구약 
과 신약을 그에게2ᅭ 가르치시어 

49.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지자로 
보내리라 나는 주님으로부터 예증 
을 받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진흙으로 새의 형상을 만들어 숨 
을 불어넣으면 하나님의 허락으로 
새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허락하 
실 때 나는 장님과 문둥이들을 낫 
게하며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 
죽은자를 살게하며25 너희가 무엇 
을 먹으며 너희가 무엇올 집안에 
축적하는가를 너희에게 알려 주리 
라 너희에게 신앙이 있을 때 너희 
를 위한 예증이 있노라3〉 

50. 내 이전에 율법이 있었음을 
확증하고 너희에게 금지되었던 몇 
가지를 허용하기 위해 내거 너희 
에게 왔으며1ᅭ 주님으로부터 예증 
을2ᅮ 너희에게 가져왔으니 하나님 
을 두려워하고 나에게 순종할 것 
이라 

51.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사 너 
회들이 주님이시니 그분을 경배하 

勢J 뇨겠此及技，^K 
必往정,藏均찾版少 分싀짢 

여起?I생 
:一;낯、욱니；과、■一; 

힛쳇雜的]炎S없故賊; 
急드y起他 

(多以交 6뇨文巧’ ^ 6^ 죠구건反一스; 
성@故紙 혀切典•的 

© 々與淑 

© 얽 g此比충복급 沒와此此 

481) 하나님 
2) 예수 

49- 1) 흙으로 빚어 만든 새가 생명이 있는 새로 되는 기적은 경외성서(Apocryphol Gospels)에서 
발견되고 한편 장님 및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게하는 기적은 정성서 
(Canonica卜Gaspels)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원 성서 (Original Gospels)는 후에 제자들이 기록 
한 이야기는 아니나, 실질적인 기적들은 예수나대 의해 행하여졌다. 

2) 예수의 힘이 아니라 하니님의 뜻과 능력에 의해 죽은자를 살게 했으니 예수의 친구였던 아 
지르」，-알아주즈」의 아들 '알아으쉬르』와 그의 딸，그리고「노아』의 아들 '샘」등 4명의 죽은 
자를 살게 했다고 '꾸르뚜비시가 전하고 있다. 

3) 최초 예수의 기적으로써 새의 형상을 만들어 숨올 불어 넣으니 새가되어 날아갔고，두 번째 
기적은 장님과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였으며, 셋째는 죽은자를 살게 하였고，넷째는 보지 아 
니하고도 무엇을 먹고 무엇을 축적 하였는가를 알게 되었다. 

50- 1) 모세의 율법을 확증하고 모세의 율법에서 금지했던 몇가지 율법을 허용하며(이브누 카씨르 
가 전함) 

2) 하나님께서 허용하여 예수가 행한 기적들 

資^^^務^^^^^^^빼織裝^織해^^^，^^^^^薄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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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 

52. 예수가 그들의 불신을 알고 
소리쳐 가로되 누가 하나님의 편 
에서 나를 따를 것인가 그들이1〉 
대답하여 가로되 저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믿고 
저희가 무슬림임을 증언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53. 주여 당신이 계시한 것을 믿 
사오며 당신이 보낸 선지자를1> 따 
르나이다 저희들을 증언자 가운데2》 
있게하여 주소서 

54. 그들이” 음모를 하나 하나님 
은 이에 대한 방책을 세우셨으니2> 

하나님은 가장 훌륭한 계획자이시 
라 

55. 하나님이 말씀하사 예수야 
내가 너를 불러 내게로 승천케 한 
너를 다시 임종케 할 것이라1> 불 
신자들로부터 세제하며 너를 따르 
는 자 부활의 그날까지 불신자들 
위에 있게 하리라2ᅭ 그런 다음 너 

워 jr。域“料避I 
우令起■起版》公홧的^ 

©여與 

빼쑈욧版3; 必획 紋終 
©와^ 

各以^ 能도雜述知 

콰쑈此端;均必4남상0라 
알차(I년“^%었。망혼:i 
정必令y u교 

® 心，必；방다;與故其 

斑-1) 하나님의 길로 선교하는 길에 있어서 도운사람들, ^무자히드」는 하나님의 길에서 나를 따르 
는 자들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53-1) 예수 
2) 예수는 하나님의 유일성만을 믿었고 하나님만을 따랐으며 하나님의 선지자이었음을 중언하 
는 자 

541) 예수를 살해하려 했던 음모자들 
2) 유대인들이 수』를 살해하려는 음모에 관하여 계시하고 있다. 

즉, 그들은「예수」를 살해하려고 음모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음모로부터 그를 구하여 하 
늘로 승천시키고 대신 유대인을「예수』와 흡사하게 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권. p.26》. 

55-1) 4장 157절에 계시되고 있듯이 유대인은「예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도록 하지 아니했으며 
예수』를 살해하지도 아니했다. 

유대인 음모자를 그와 비슷한 형상으로 하여 예수」를 대신케 하였다. 

「예수』를 음모 살해하려한 유대인의 죄악은 남아있으나「예수』는 하나님께로 승천하시었 
다. 

2)「예수』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유대인들은 예수를 비난하였 
다. 크리스찬들은 그 삼위일체설을 그들의 기본 신앙으로 삼고 있으나，유대교는 물론 유니 
테어리언과와 이슬람에서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3장 42절 해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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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는 내게로 돌아오나니 너희가 
1 달리한 것에 대해3> 가름을 하여 
1 주리라 

56. 불신자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현세와 내세에서 엄한 징벌을 내 

릴 지니 그들에게는 구원자가 없 
； 을 것이라 

必乂나 방고샜4치;:分포功成 
® 음도^公匕게고'안 

57.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신 
! 앙인들이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충 
분한 보상을 내릴지니 하나님은 

! 우매한 자들을 사랑하지 아니함이 
1 라 

安그나방은Pj之、보々 % 

必 • 써物夕必했 

58. 이것이 하나님이 그대에게 
계시한 말씀이며 지혜요 복음이라 

©화삐31과^) 

59.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랬듯 
: 이 예수에게도 다를바가 없노라 
하나님은 흙으로 그를 빚어 그에 
게 말씀하시니 있어라 그리하여 
그가 있었노라1》 

© 

60. 이것은u 너의 주님의 진리이 
5； 거늘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라2) 

© 이兵：公◎(강名，있예5‘노츠괴 

61. 그대에게 지식이 이른 후에 
도 그에1} 대하여 논쟁을 하는자가 

| 있다면 일러가로되 우리는 우리의 

⑷公수,‘。生향:—요?‘노々‘화么그 
多先。此’bj 多均;賊;…2必3 

3)「예수』의 삼위일체설에 관한 이설. 

99-1)「예수』가 예언자로써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뜻에 따라 많은 기적을 낳고 또 f예수j 
가 아버지 없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그를 신격화하여 그가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설을 만들자 이 계시가 내려졌다.「아담』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이 흙을 빚어 u있어라”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니 너|수』도 그와 마 

! 찬가지로 동정녀 f마리아』의 태내에 “있어라”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인간으로 보 
1 아야 한다는 것이다. 

60-1) 예수에 관한 사실 
_ 2) 진리는 일반 사람이나 성직자들의 미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이 
j 진리이므로 이를 의심하지 말라. 

I 61-1)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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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손들과 너회의 자손들과우리의 
여성들과 너희의 여성들과 우리 
자신들과 너희 자신들을 함께 소 

1 집하여 우리 주님께 기도하여 거 

^ 짓말 하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벌 
; 이 있으라 하되2> 

® &乂效1少， 

62. 이것이 사실 이야기들이거늘1> 

，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실로 
! 하나님이야말로 전능과 지혜로 충 
5 만하심이라 

ᅩ2友데i 낮)1 &匕;쇼々。느그5)냐M 公i (않 

© 紀^必抄版 

63. 만일 그들이 이 사실을 부인 
2 한다면 실로 하나님은 이들 이단 
J 자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 

손려y起，■(巧 : 

64. 성서의 백성들이여 우리들이 
i 나 너희들을 막론하고 하나의 말 | 

E 씀으로 오라하여 하나님 외에는 
^ 다른 신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 무엇도 하나님과 비유하지 아니하 
i 며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 
f 님 외에 다른 것을 주님과 비교하 

지 말라 이르되 만일 그들이 배반 
i 한다면 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유 
? 일성을 믿는 무슬림임을 지켜보라 
1 말하라1〉 

i注노公i늘。드 
故^^松회逆 i妙 : 

수與^■知此와대一 3 

© •爲此상 

요 2) 사절단의 해(The year of D可)utations)라고 할 수 있는 헤즈라 10년 사나아에서 북쪽으로 
1 50마일가량 떨어진 ᅮ나즈한 지역으로부터 한 기독교 사절단이 방문하여 꾸란이 설명하고 
5 있는「예수」에 관하여 알고 싶어 했다. ■ 
i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무슬림국가와 예속관계를 맺었다. 
| 그러나 이미 뿌리박힌 관습과 전통은 공동체가 이슬람으로 귀의하는 것을 배제하였다. 예 

I 언자는 모임을 갖기로 제안하고 그 회합에 양 당사자의 남자，여자，아이들 모두를 소집하 ' 
여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거짓말을 한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기를 기원하자고 하 

1 였다. 이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저하지 아니했으나 크리스찬들은 반대하였다. _ 
r 1 
I 62-1) 2장 87절에서「마리아 와 그녀의 아들 예수에 관한 계시가 있었다. 

j 87절에서는 너!수』가 어떤 위치인가 하는 과제를 해결하여주고 있는 절로써「예수』는 한 인 . 
| 간으로서 예언자로 선택받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많은 기적을 행하였으니「예수」가 하나님 
:: 이요 또 하나님의 들이라고 하는 주장은 모순이라는 이야기가 사실로써 하나님 외에는 

i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말해주고 있다. 1 

: 64-1)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인하고 그대의 메시지를 거부한다면 성서의 백성들이여!， 
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는 무슬림들로 하나님께만 경배드림을 지켜보라. 

■部^理理藥，빼靈r■織M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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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성서의 백성들이여 너희들은 
어찌하여 아브라함에 대해 논쟁을1> 
하느뇨 구약이나 신약은 그분 이 
후에 계시되었음을 너희들은 알지 
않느뇨 

66. 너희는 알고 있는 것에 관하 
여도 논쟁을 하느뇨 그러면 왜 너 
회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을 하지 않느뇨하나님은 알 
고 계시나 너희는 알지 못하노라 

67. 아브라함은 유대인도 기독교 
인도 아닌 성실한 무슬림이었으며 
또한 우상을 숭배한1>분도 아니었 
노라 

68. 아브라함에 가장 가까이 있 
었던 사람들은 그를 따랐던 자들 
로 이 선지자와1>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라2> 하나님은 신앙인들의 
보호자이시라 

69. 성서의 백성가운데의 무리는 
너희들이 방황하길 원했으나1> 그 
들은 자신들을 방황케 하였노라 그 
리고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더라 

70. 성서의 백성들이여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느뇨 
너희는 그것이 진리임을 알지 않 
느뇨 

U庭◎◎예 u3攻 

바公선 

多S 於유故; 

^ 행고았松있쑈犯的 

公:#태 L 여松此넨 
© (쇼예 a; 이?必低與接기 

셰々 g빼身•冗 
©。쑈於i쇼요%i文쇼다 

jiifi ^ 그•‘답 
© 드;따느 

枝-1) 모세는 아브라함 이후 1,000년 후에，예수는 모세이후 aooo년 이후에 왔는데 어떻게 아브라 
함이 그들의 종교를 믿었다고 서로가 논쟁하는가 

66- 1)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사실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에 관하여 논쟁을 일삼았으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종교에 관해서 어떻게 논쟁을 할 수 있는가! 

67- 1)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율법만을 지키는 신앙인 

紋-1) 무함마드 
2) 하나님의 유일성올 믿고 무함마드의 공동체를 따르는 신앙인들 

69-1) 유대인들이 무함마드의 일부 교우들을 유대교로 유인하자 “성서의 백성가운데의 일 무리는 
너희들이 방황하길 원했으나…)라고 계시가 내렸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권.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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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1^속?社냔1 屋니I 소쓘 
©cS»T； 

射il 端必성必松다被시랑 

社나：i 

느夕於뱐此域 t: 故紀 3i細 

71. 성서의 백성들이여 너희들은 
왜 진실과 허위를 혼동시키며 알 
고 있으면서도 그 진실을1》감추려 
하느뇨 

72. 성서의 일부 백성들이 말했 
더라 아침에1ᅮ 믿는자들에게 계시 
된 것을 믿되 저녁에는 그것을 불 
신하라 아마도 그들 스스로 돌아 

오리라 

73. 또 너희들의 종교를 따르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믿지 
말라 하니 진실한 복음은 하나님 
의 복음이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어느 
누구에게 계시가 있지 않을까 아 
니면 계시를 받을 그들이 너희들 
의 주님앞에서 논쟁을 하지 않을 
까 라고 유대인 서로가 말하니 그 
들에게 말하라 실로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 있어 그분이 원하시는 
자에게 내려 주시니1> 하나님은 모 
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74.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은 무한한 
은총으로 충만하심이라 

75. 성서의 백성들 중에는 천금 
을 보관하여도 그것을 돌려주는 
무리가 있고 또 그들 중에는 일전 
을 보관하여도 요구하지 아니하면 
돌려주지 않는 무리가 있더라1】 그 

내향！쇼 쑈全表^!<1石 하자<3=玉起 

예々多j과i 장화占” 
뺐殺久%H 값此있W 

71-1) 그들의 율법과 구약에 무함마드가 마지막 예언자로 온다는 것 

花-1) 와즈흐 : 첫부분이란 뜻으로 이슬람에 대한 조소이다. 처음에는 믿는자들(무슬림》과 함께 
하는 척 하다가 그 다움에는 불신하라는 음모이다. 

73-1) 선지자로 선태받은 것도 복음도，그리고 은혜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 
는 자에게 수여함을 말함. 

75-1) 유대인 가운데「쌀執의 아들「압둘라」에게 많은 재물을 보관하였을때 그는 그것올 돌려주 
었고 r아주대 의 아들「파나하쓰』에게 디나르를 맡긴 후 그것을 요구했는데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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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서 그들은 그것에 대해 우리 
S 는 문맹인들에 대한 의무가 없도 
J 다 라고 말하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잘 알 
I 고 있노라 

76. 그러나 그의 약속을 이행하 
고 의로운자는 실로 하나님의 사 
랑을 받을 것이라 

77.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신 
앙을 팔아 하찮은 대가를 얻은1> 
그들은 내세에서 of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며 부활 
의 날 그들에게 눈길도 주지 아니 
하시며 그들을 속죄하여 주지도 
아니하시니 그들에게는 참흑한 징 
벌이 있을 뿐이라 

78. 그들 중에는】> 그들의 혀로 
그 성서를 왜곡하여 그것이 성서 
의 일부라고 너회들로 하여금 믿 
게 하려는 무리가 있으나 그것은 
성서의 일부가 아니라 그들은 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타 온 것이라 
고 말하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거늘 그들은 잘 알고 
있으면서2>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 
을 하더라 

79.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서와 
지혜와 예언자의 직분을 부여받은 
한 인간1ᅭ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대 

V#必，此호삶:故讀紀雜 

© 쇼神 炎고明 與나此收乂 

렇 D 사향;在나육잔;：쫏今요훼! 

典名«勢; 영，以 j 향취 
© 쌘冬빼께致여재a 

효보三너V삶노；笑너소旧갛4화;分^^ 
、一쇼고 갚i達Ts유多I 士;化; 나01 士 
‘니3|^必;i;多;홧山고今‘노?;솨그; 

성，^ 

려주지 아니하며 오히려 주장하길，"우리는 하나님의 자손들이며 문맹인들은 우리의 종복 
저며 이 문맹인들의 재산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 
였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권. P.32). 

77- 1) 선지자 무함마드가 온다는 사실이 기록된 성서의 일부분을 변경하여 위선과 거짓 믿음을 
갖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것 

78- 1) 유대인의 일부 
2)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일부를 왜곡하고 변조한 사실을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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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멜^^^헬절^^^^^^^별^별별^^^^^^^^^^헬별 

신 나를 경배하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학자가 되어 성서를 가르 
치고 연구하라고 하더라2》 

80. 너희에게 천사들이나 예언자 
들을1> 하나님 섬기는 것과 같이 
경배하지 말라 했거늘 무슬림이 
된 너희로 하여 불신하라고 명령 
했단 말이뇨 

81. 하나님이 예언자들과 성약을 
하사 성서와 지혜를 주셨노라 그 
런 후 한 선지자가 진리와 함께 
너희에게 오나니 그를 믿고 그를 
도울것이라1》이에 확신하느뇨 너 
회들에 내린 나의 성약을 지키느 
뇨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확신 
하나이다 그러면 증언하라 내가 
증인으로써 너희와 함께 있을 것 
이라 

82. 그런 후 이를 배반하는 자 
있다면 그들은 이단자들이라 

고보다; 수多 16젖극;신다용公 S义 

述pi \j9^ 

H 디，V;_50 

넜以^| 幻여냐년仏拙技ms 
多^均 o 各^ 其수$。公^ 

유述요:與3S 와했i 知“닻 
!; 값的化◎행的必與多 

©士나，&往때 

© ‘고i과 必 과，ts 

2) 예언자인 예수」가 하나님 대신 자기를 경배하라 명령하였다고 성서의 백성들의 한 무리가 
거짓을 말하자 이 말씀이 계시됨으로 그들의 허위를 예증하였다. 하나님이 선택한 예언자 
「예수j 는 진실한 하나님의 전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이다. 

80- 1)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과 뜻에 따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한 인간으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아 그 복음을 인류에게 전할 임무를 받았을 뿐 예수 
자신을 경배하라고 하지는 아니했다. 

81- 1》구약 신명기 xviu-18(Deut xviU18)에 무함마드가 은다는 것이 예언되어 기록되어 있고，아 
람국가의 창설은 이사야서(Isaiah xlii)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케다르(Kedar)는「이스마엘」의 
아들로 그 이름이 아랍국가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4~16, 15—26, 16—7(GospeI of St John xiv 16, xv 26, 
xvi 7》장에서 무함마드가 예언되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The future Comforter”란 어휘는 기독교에서 해석하는 성령(The Holy 
Ghost)로 풀이될 수 없다. 

왜냐하면 성령은 이미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면서「예수』를 도우며 안내하고 있기 때문 
이다. Comforter란 단어는 그리스어의 Paracletos라는 단어가 번역된 것으로 그것은 
Periclytos 단어가 잘못 와전된 것이다. 이 Periclytos라는 어휘는 문자 그대로 무함마드 
(Muhammad) 또 아흐마드(Ahmad)이다. (꾸란 lxiᅳ6) 참조 
그밖에도 무함마드에 대한 기록은 한 이태리 번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Vienna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태리 번역판「바르나바」복음서(The Gospel 

of st Barnabas)에 언급하고 있어 1907년 Mr Lonsdale와 Loura Ragg가 영어 번역에서 이 
것을 인용하였다(유스프 알리 해설 p.144. 주 4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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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그들은 하나님이 종교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한단 말이뇨 천지 
의 만물은 싫든 좋든 하나님께로 
귀속되니라 

84.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에게 내려진 계시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 
손들에게 내려진 율법을 믿으며 
모세와1ᅮ 예수와21 예언자들에게 내 
려진 율법을 믿으며 예언자들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믿 
는다 말하라 

85.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추구하는 자 결코 수락되지 않을 
것이니 내세에서 패망자 가운데 
있게되리라 

86. 믿음을 가진후 선지자가 그 
들에게 증인으로 오시고1〉또한 그 
들에게 분명한 예중인들이 있었는 
데도 이것을 불신하는 백성이 있 
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겠느뇨 하나님은 우매한 백 
성들을2> 인도하지 아니하심이라 

87. 그들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 
과 천사들과 모든 백성들의 저주 
가 있을 뿐이라 

쇼 사) 씨 乂i公잇 
©心4見必邦必歌 L熟; 

〜 i;約i收難的改少 
대'》;향;$나‘고，나; 

우니(※占多 i以조노설要’;々; 
® ^수; 

。版5 於以端腺難W 
@ 公낭라^技多’1쇼5公 

(서起IT左밖 고혹巧 

々교내幻그；♦系I —以석고 

84- 1) 구약성서(타우라트) 

2) 신약성서(인질) 

85- 1) 이슬람이란 하나님에의 절대 복종과 순종을 의미한다. 그래서 무슬림의 위치는 분명하다. 

즉，이슬람은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또는 종족 또는 국가에 소속된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 
다. 이 견지에서 볼 때 모든 종교는 하나이어야 한다. 왜냐하면，진리는 곧 하나요，하나님도 
한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제시한 모든 성서에서나 하나님이 보낸 모든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유일신 상을 
전파하고 있다. 이로 미투어 볼 때 인간은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에 즐거히 복종하고 순종해 

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 

86- 1)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온 것 
2) 유대인과 기독교인들로 이들은 그들의 성서에 기록된 무함마드에 관하여 사실을 알고 그것 
이 진리임을 알게되자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 진리를 불신하였다고 하싼은 말하고 있다(알 
따브리 575/6). 

授幻많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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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그들은 그 저주속에서 영생 
할 것이요 징벌이 감소되지 아니 
하며 고통이 일시도 모면되지 않 
을 것이라 

89. 그러나 회개하고 개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관용과 자비가 
있을 것이며 

90. 믿음을 가진 후 배신을 하고 
배신에 배신을 일삼는 자는1》그들 
의 회개가 수용되지 않나니 그들 
은 길을 잃은 방황자가 될 것이라 

91. 하나님을 불신하고 죽은자는 
금으로 가득찬 지구를 보상으로 
바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락되지 
않을 것이라 그들에게는 고통스러 
운 벌이 있을 것이며 또한 그들에 
게는 한명의 원조자도 없을 것이 
라 

92. 너희가 좋아하는 것으로 자 
선을 베풀때1> 너희는 진실을 얻을 
것이요 너회가 베푼 자선은 하나 
님께서 알고 계시니라 

93. 구약이 계시되기 이전에는 
모든 음식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허락되어 있었으나1ᅭ 이스라엘 백 
성들 스스로가 금기한 것이 있었 
노라 만일 너희의 주장이 사실이 

©⑶관從湖I炎^松K送혹 \ 

油 6以'…'과i 必&化셨吹 
©쑈넜災 

次고棟3必必段⑫;從노切私 
© 넜I폐행J次效지?玄 

요^;고교 
、士요由比; 々淑如必、A노 
© ‘사⑷必씽녀:며5占抄 

必多 以 설화나^ 其있삔技。 
© 상1必시화次。 

&及女“)\“匕양。^ 

다은바고‘)원요균과 
© 逆나文於솨었犯人接比fe 

90-1) 처음에는 믿음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불신하고 또「모세」도 불신하였으며 나아가 
「무함마드」와「꾸란」을 불신하여 죄악을 더해간 이들을 일컫는다. 

92- 1) 이 말씀은 자선에 대한 인간의 시험이다. 

타인에게 자선을 베풀 때에는 자기가 좋아하며 가치있는 것으로 해야한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을 가장 좋은 자선으로 본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인간은 지혜 
와 노력과 학문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재능이 있기 때문이다. 

93- 1) 구약이 모세에게 계시되기 이전에는 모든 음식이 허용되었으나 야곱은 그의 백성들에게 낙 
타고기와 낙타의 우유를 먹지 못하도록 금지 하였으며 또한 고기의 지방 갈은 것도 금기하 
였다. 이는 그들 백성들이 창조주를 모독한 죄의 대가였다고 풀이되고 있다. 물론 이슬람에 
서는 낙타고기가 허용되고 있으나 레위기 모세의 율법에서는 금기되고 있다(레위기 x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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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늘 구약을 내게 가져와 읽어보 
라고 말하여라 

94. 그런후에도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을 조성하는 자 있다면 그들 
은 우매한 자들이라 

95.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은 진 
리를 말씀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신 
앙을 추종하라1〉그는 불신자의 무 
리가 아니었노라 

96. 최초의 집이1> 인류를 위하여 
세워졌나니 이는 축복 받는 박카 
어p 있으며 이는 모든 피조물을 
위한 길이라 

97. 그곳에는 예중으로써1〉아브 
라함의 장소가 있나니 그곳에 들 
어간 자는 누구든 안전할 것이며 
능력이 있는 백성에게는 순례를 
의무로 하셨노라 그러나 믿음을 
거부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물 
의 절대자임을 보여 주실것이라 

98. 성서의 백성들이여 왜 하나 
님의 계시를ᄇ 불신하느뇨 하나님 
은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99. 성서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신앙인들을 왜 방 

그〒作分고&4냐어々 

# ©，必 

회허■始■여 
©은技고노 

나고젖玄i 혹，gfi u必^넘接t 

©피 

雄 tl셔T 從巧次的 색있終端 

당김I 各勸후 

© 4^\ ^ 

요、; 今i)l 싶노石;」화깃 J丄쓩JS 

沈-1) 이슬람의 자율성은 모세 율법의 강제성과 책망에 비하여 권고적이다. 그리하여 이슬람은 유 
대교 이전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로도록 권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기독교도 유 
대교도 아닌 하나님의 유일성만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다. 

96- 1) 메카에 있는 하람사원 
2) :박카』란 지금의 메카 도시의 옛 이름으로 이 도시안에「아브라함j 과 그의 자손「이스마엘J 

이 세운 카으바 신전이 들어 있는 하람사원이 있다. 이 곳욘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고 하는 
자비의 산이 있는 아라파트 지역과 함께 성역화 되어 있다(제2장 197절 참조). 

97- 1) 아브라함이 카으바 신전을 세우면서 남긴 발자육, 잠잠우물，사파와 마르와 동산 둥이 있다. 

981)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꾸란과 그 예중들 

__■유■錢部紋巧深:救珠돠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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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하며 왜곡하려 하느뇨 하나님께 
I 서는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을 모르 
1 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는 알 
I 고 있지 않느뇨 

내必, 

@ 

표 

100. 믿는 자들이여 만일 너희가 
1 성서의 백성들 가운데 한 분파에 
S 귀를 기울인다면 그들은 너희의 
1 신앙을 불신자로 만들 것이라 
1 

接;' i도최스 ^ 逆—‘發갔仏犯其定 
© 幻與과次방:엔 

101. 어떻게 불신 한단말이뇨 하 
1 나님의 계시가 너희에게 낭송될 

때 너회의 심중에 하나님의 선지 

1 자가 있지 않더뇨 하나님을 따르 
는 자는 광명의 길로 인도 되리라 

부화成빠 
© 功一V가此고고도으兵?^ 

102. 믿는자들이여 하나님을 두 
려워하라]) 그리고 무슬림으로써 

^ 임종하라 

起;헸; 一多쑈"與대公:상 端 
©여成뺐 

103. 모두가 하나님의 동아줄1J 
을 붙잠으라 그리고 분열하지 말 
라 하나님이 베푼 은혜에 감사하 
라 너희가 서로 적이었다면2ᅭ 하나 
님은 사랑으로 너희 마음들이 하 
나 되어 한 형제가 되게하여 주실 
것이며 만일 너희가 지옥의 문턱 

必>\예 心상;⑯i다•化;나좌; 

技노 —賊#述被故必均. 

써요典以故〔成逆 실，! 

© 과회쎈빠起;: ■표 

102-1) 두려움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① 비겁한 두려움이 있고，② 어린이나 또는 알지 못하고 경 
험이 없는 사람이 어떤 미지에 직면 했을 때 갖게되는 두려움이 있으며，③ 자기자신과 타 
인 그리고 공동사회를 해치는 해악을 회피하기 위해 멀리 하려는 이성올 가진 사람의 두 
려움이 있고，④ 사랑과 선에 역행되는 어떤 행위를 유발하지 않을까 두려워 하는 숭고한 | 

두려움이 있다. 첫째번의 두려움은 무런 가치를 갖지 못하는 두려움이요，두 번째 두려 N 
움은 정신적으로 성숙치 눚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며，셋째는 악에 대하여 경고하여 
주는 두려움이며，넷째는 믿음으로부터 얻어지는 가장 숭고한 두려움이다. 

103-1) 하나님의 동아줄이란 하나님이 계시한 유일성의 신앙과 그분이 계시한 모든 성서를 믿음 
과 아울러，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종교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 했던 것처럼 1 
하나님의 종교에는 의견을 달리 하지 말며 오로지 하나님의 동아줄，즉 하나님이 계시한 

. 하나의 종교만을 따르라는 교훈이다. 
2) 이슬람이 오기 이전 쓰림(지금의 메디나)에는 내란과 부족간의 불화와 갈둥이 만연된 상 

태였다. 그후 마지막 예언자 무함마드를 통해 이슬람이 도래하였을 때 이슬람의 형제애 
(Brotherehip)로써 내란과 불화와 갈둥이 없어지고 평화로운 도시，광명의 도시(알마디나 
알무나우와라)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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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었다면 그로부터 구원하여 
1 주실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너희 

에게 계시를 밝히셨나니 너희는 
광명으로 인도되리라 

104. 그럼으로 너희는 한 공동체 
! 가 되어 선을 촉구하고 계율을 지 

키며 악을 배제하라 실로 그들이 
번성하는 자들이라1ᅭ 

화^녀此펴생fe향 
© 고고多있，근 

5 105. 계시가 그들에게1> 있었는 
데도 분열하며 분쟁을 일삼는 자• 

가 되지 말라 그들에게는 무서운 
재앙이 있을 것이라 

必如셔&화被¥公:#技跡 
죠以빠 책);꺾 

{ 106. 심판의 날 하얗게 되는 사 
람과 검게되는 사람이 있나니 얼 
굴이 검게되는 자들은 믿음을 가 
진 후 배반한 자로 이에 대한 재 

[ 앙을 맛볼 것이며” 

的대成 與其생 
6徒3! I셨典보ST次期 

© 然였다 

107. 얼굴이 하얗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가운데 들게되어 그 
곳에서 영생하리라 © 占;3쇼노， 

108.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이거늘 
그분은 그것을 그대에게 진리로써 
낭송하도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 

J 모두에게 공정하시니라 

犯%1聲M년此々 知성석; 

© 되U述4나 

104-1) •무플리호」는 '아풀라하허 와「팔라하』에서 파생된 명사로 그 뜻은 현세와 내세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며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평온한 마음의 정적 상태를 뜻한다. 여 
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아자브」란 어휘로 다음 절에서 언급되고 있다• 

무슬림 공동체의 이념이 바로 갈등과 불안, 초조^ 근심이 배제된 번영과 행복 그리고 평온 
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선행과 정의를 추구하며 동시에 모든 사악을 배제하고 있 

J 기 때문이다. 

i 105-1) 유대인과 기독교인에게 분명한 말씀과 예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교에 관하 
여 이설을 주장하는 그들 

놓 106-1) •와즈후j는 아랍어로 얼굴이란 뜻이며 여기서는 어떤 개인 또는 개체를 의미한다. 또한 하 
얀색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부활의 날에 믿음과 순종으로 광명을 갖게 된다는 뜻이며, 

한편 검은색은 그 반대의 개념이다. 

107-1) 믿음으로 선을 실천했던 신앙인들이 부활의 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 기 
1 뻐하는 사람들올 비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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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귀속 
되니라 

110. 너희는 가장 좋은 공동체의 
백성이라1ᅮ 계율을 지키고 악을 배 
제할 것이며 하나님을 믿으라 만 
일 성서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졌 
더라면2ᅮ 그들에게 축복이 더했으 
리라 그들 가운데는 진실한 믿음 
을 가진자도 있었지만 그들 대부 
분은 사악한 자들이더라 

111. 그들은 하찮은 것 외에는 
너희를 해치지 못하리라 만일 그 
들이 너회들에게 싸우려 했다 하 
더라도 그들은 뒤돌아설 것이니 
그들은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 
노라 

112. 그들이 어느 곳에서 발견되 
던 그들 위에 치욕스러움이 내려 
지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동아줄이 
나 사람들의 보호속에 있는 자들 
은1} 제외라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 
님의 분노를 초래했으니 그들위에 
빈곤함이 내려지도다 이것은 그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예 
언자들을 부당하게 살해하였으며2>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7J역한 
대가라 

113. 그들 모두가 똑갈은 것이 
아니거늘 성서의 백성들 가운데는 
충실한 무리가 있어1> 하나님의 말 

Af多 必 3151在당iui난匕& 
©J^Ji 

以는아M 斗/방松과 
*成‘☆多최난心第幻；:PL 

蟲i하災뱄聲⑷싫炯^ 次 
©必多，뼤， 

必상次起 必敬巡김 
©心■多® 

具必必생地考 比^해以속ᆻ 

本여如^ 必향次호聲松있 
一다 到 y參我起免與Ti 

XUg沙 必w取!씼 
® j 在 I 今4、 

110-1) 선지자 무함마드를 통하여 계시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백성들 
2)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이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예중들을 믿고 따랐다면 

112-1)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과의 성약을 지키는 자들 
2) 제3장 21절 참조 

113-1) 압둘라 이븐 쌀람 및 그의 동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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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을 낭송하며 밤을 지새우는 참 
신앙인도 있노라 

114. 그들은 하나님과 최후의 날 
을 믿으며 선을 실천하고 추악함 
을 피하며 선행에 경쟁을 하나니 
그들은 의로운 사람들 계열에 있 
더라 

115. 그들이 행하는 선행가운데 
서 어느 무엇도 거절되는 것이 없 
나니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는 자 
들을 알고 계시니라 

116. 실로 믿음을 불신하는 자들 
에게 재산과 자손들이 있다 하더 
라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항하여1> 

아무런 효용이 없거늘 그들은 불 
지옥의 주인이 되어 그곳에서 영 
생 하리라 

117. 그들이 현세에서 베푼 것은 
마치 살을 에이는 추위를 실은 바 
람이 자신들을 우롱한 백성들의 
농작물을 망쳐 놓은 것과 같도다11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우롱한 
것이라 

118. 믿는자들이여 불신자들을1> 
친구로 택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 
를 해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아 
니하며 그들은 단지 너희가 파괴 
되기를 바랄 뿐이라 그들의 입들 

© 士내^와5、;"낙幻、d 

■，分M 고타 
©法하敏 

雜心섰대후⑯到;與故峰 

© 心빠요刺여^^版 

匕y 起效 

始로 於스呼'々5取\2功後r 

死요Ju당6? 고多多 匕多 O대以 

심5必聲디效炎典如， 

116- 1)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재산과 자손과 권세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행을 실천하 
는 것 뿐이다. 

117- 1) 나파크』는 “베풀기 위해 소비한다”는 뜻이나 여기서는 “허위적 또는 위선적인 자선”을 의 
미한다. 자선의 본질은 어떠한 목적이 없는 순수한 믿음과 사랑이다. 
자선을 장래의 권력이나 명예욕을 위한 희망으로 생각한다면 그 희망은 마치 가을의 풍성 
한 수확을 기대했다가 살을 에이는 추위와 바람이 스쳐 농작물을 망쳐 놓은 것과 같다는 
비유를 하고 있다. 

118- 1) 위선자까지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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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증오가 발산되며 그들의 마 
음은 더욱 사악하도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 말씀을 설명했나니 
지혜가 있다면 알게 될 것이라2ᅮ 

119. 너희는1》그들을 사랑하느 
뇨 그러나 너회가 그들의 모든 성 
서를 믿는데도 그들은 너희를 사" 
랑하지 않도다 그들이 너희를 만 
날때면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나 
홀로 있을 때 그들은 너희에게 그 
들의 손가락을 깨물며 분노하니 
일러 가로되 너희의 노여움으로 
멸망할 것이라 실로 하나님은 마 
음의 비밀들을 다 알고 계시니라2} 

120. 어떤 행운이 너희에게 있을 
때 이것은 그들을 슬프게 하며 어 
떤 불행이 너희들에게 있을 때 그 
들은 기뻐하나니 너희는 항상 인 
내하고 정의에 살라 그들의 교활 
은 결코 너희를 해치지 못하리라 

121. 그대가 이른 아침 가족을 
떠나 전쟁터에 나가 신도들을 배 
치하며 적과 싸웠던 것을 상기하 
라1> 하나님은 들으심과 아심으로 
충만하시니라 

必。次與段淑;;災양 私賊i 
炎必义，j切賊版形 g f與始靜 

5炎쑈他:多病想雄 說와必나장 

知此U 與^公1刀 (L) 

고々났5《少多玄;'나츠必흣义 冬와拜 
© 〔으:、다고I (호요 

넜i:士公어冬；?5 과三，;고Sy 

® 요?부유^ 技»《Uj5찾i 

2) 하나님과 그분이 명령한 것과 금기한 것을 알고 있으리라는 뜻으로「이브누 자리르」는 풀 
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권. P.46). 

119-1) 믿음을 가진자들이여! 

2) 마지막 예언자에 이르기까지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모든 성서(The Whole of the 
Bo此)라 하며，마지막 예언자 이전에 계시된 모세의 율법，예수의 복음서까지는 아직 하나 

님 말씀이 완전히 계시되지 아니한 부분적 성서 (Aportion of the book)로 마지막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꾸란이 완전한 성서(Complete book)임을 꾸란5장 제3절에서 계시하 
고 있다(5장 “알마이다” 제3절 참조). 

121-1)「우흐드」전투는 초기 무슬림 공동체를 위한 하나의 커다란 시험이었다. 그들의 용기와 그 
들 지도자의 지혜 및 능력은 메카 이교도들을 패배시켰던 ᅮ바드르j 전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3장 13절 참조》. 
그래서 메카 이교도들은 그들이 패배했던 치욕을 씻기 위하여 메디나에 있는 무슬람들을 
전멸하려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대 군대를 이끌고 메디나를 진격하였는데「아부 수 
피얀」이 이끄는 군대는 3^000명이 넘었으므로 그들의 승리를 확신한 나머지 여성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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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너희 가운데 두 무리가1> 불 
안해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 
자가 되시었나니 믿는 사람들은 그 
들 자신들을 하나님께 위탁하노라 

123. 하나님은 바드르 전투에서 
너희가 소수인데도 승리토록 하였 
노라 그럼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 
고 감사하라1> 

124. 너희 동료들에게 말한 것을 
상기하라 너의 주님께서 삼천명의 
천사들을 보내 너희들을 승리케 
했던 것이 너희에게 흡족치 않더 

125. 이렇듯 너희가 인내하고 정 
의에 산다면 적이 갑자기 너회를 
공격하더라도 너의 주님께서는 오 

지 동반한 그들은 이 전쟁후 가장 수치스러운 야만성을 보였다. 이 공격의 위험에 대처하 
여 무슬림의 지도자인 “무스타파 무함마드”(선택받은 무함마드)는 그의 일상 통찰력과 용 
기와 주도권으로 메디나를 내려다보는 북으로 약3마일 거리에 있는 •우흐드』산 기슭에 진 
을 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헤즈라 3년 샤우왈 달 7일(서력 625년 1월) 아침일찍 전쟁에 
실전 배치를 하였다. 
메디나의 겨울 날씨는 고르지 못하고 가혹함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700~1，000명 가량의 

무슬림 전투병을 아침일찍 배치하였고 남쪽 계곡과 산 기슭의 통로 후미에는 50명의 활을 
가진 궁수들을 배치하여 적의 후방공격을 방어토록 하였다. 적은 메디나성을 공격하였으 
나 무슬림군대가 후미에 있었으므로 초기의 전황은 무슬림에게 유리하였다. 그래서 적은 
당황하였으나 활을 쏘는 궁수들이 그들의 진지를 지키지 아니하고 전쟁 노획물에 눈이 어 
두워 그들의 진지를 떠났다. 게다가 압둘라 이븐 우바이」가 이끄는 300명의 위선자들이 
탈선을 하였다. 
그 결과 무슬림 병사들은 활을 쏘는 병사들의 탈선으로 백병전으로 돌입하였으나 선지자 
의 많은 동료들과 지원병들이 살해되었는데 그 가운데는 선지자의 아버지 형제되는 함자j 

도 살해되었다. 

이 당시 전쟁 순교자들의 무덤은 지금도「우흐드』에 있다. 이 전쟁에서 선지자도 머리와 
얼굴에 상처를 입는 등 그분의 앞니도 상실되었으나, 그분의 신념과 용기와 냉정한 지휘는 
무슬림 형제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그 다음날「아부 수피얀』과 그의 메카 병사들은 철수 
하기에 이르러 메디나는 구원되었다. 

이것으로 무슬림은 신앙의 교훈을 얻게 되었다. 

七;10包5 i切; 5년시)상상있네 

與抄接必s述 

교J합삶！拜 
©겠其색改，65一 

此 均多때■여必 
® 부백되 效抵다 

122- 1) 마음이 흔들렸던「바누 쌀마 카즈라즈』부대와『바누 하리쓰』부대를 가르키는 것으로 이들 

두 부대는 선지자 무함마드의 격려와 감화와 영도하에 다시 용기를 회복하였다. 

123- 1) 창조주에 대한 감사는 말로써가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만일 모든 무슬림들이「바드르』전투에서 진실된 교훈을 얻었더라면「우후드」전투에서 활 
을 쏘는 사수들이 그들의 진지를 탈선하지도 아니했을 것이며 위에 언급한 두 무리가 불 
안해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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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의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제압하리라 

126. 그리하여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복음을 준비하셨으니 이로 
인하여 너희 마음을 평안케 하라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나니 
그분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 
라1) 

127.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무리 
를 멸하시거나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좌절케하여 돌아가도록 하 
니라1》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거나 벌을 주는 것은 그대에 
관한 일이 아니며 그들의 죄악으 
로 인한 것이라1》 

129.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게 귀속하여 있으며 그분의 뜻에 
따라 관용을 베풀거나 그분의 뜻 
에 따라 벌이 있나니 하나님은 관 
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130. 믿는 신앙인들이여 이자를 

다〜炎步牌겟넜했I松從擔 

©라 

許今S피多^‘분;1 公는건,。싫 
©6;端러 

©各화公的故ᆻ與; 

^\\^\\^\^\ Ggj 版질 

126- 1) 기적이던 또는 그밖에 발생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인간은 이따금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써 자연의 흐름을 변경하기도 하나 그것은 그 인간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127- 1)「따라프』는 선단 또는 맨끝이란 뜻으로 여기서는 메카 이교도들의 족장을 의미한다. 이들 
은 메디나 군대에 비하여 월둥한 군사력으로 그곳의 무슬림 병사들을 섬멸하리라는 확신 
을 갖고 공격하였다가 좌절하여 후퇴하였다. 

또한，이들이 전쟁에서 이교도들이 보인 그들의 잔악성은 그들의 영구적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들 이교도들의 속성은 그들을 위해 싸웠던「칼리드 이븐 왈리드ᅥ에게도 노출되어 그후 
「칼리드 이븐 왈리드』는 이슬람으로 귀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을 지키는 가장 탁월 
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는 메카 정복시 무슬림편에 있었고 후에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용맹과 명예를 떨쳤다. 
「우흐드』전투는「바드르」전투 못지않게 이슬람을 위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1我-1) 어떠한 환경과 조건하에서도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믿음과 순종, 그에 따른 고행 
과 단결，그리고 정의를 실천하는 정신만 있다면 신은 항상 그와 함께 한다는 교훈이다. 

다른 한편으로 신의 자비는 적에게도 개방되어 있어 그들로 하여금 항상 회개토록 한다는 
교훈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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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하여 삼키지 말라 그리고 하 
나님을 두려워 하라 그러면 너희 
가 번성하리라1> 

131. 불지옥을 두려워 하라 이는 
불신자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니라 

132. 하나님께 복종하고 선지자 
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은혜 
를 받으라 

133. 서둘러 너희 주님께 회개하 
라 천국은 하늘과 땅처럼 넓으나 
이는 정의에 사는 백성을 위해 준 
비된 것이라 

134. 부유함과 어려움을 가리지 
않고 자선을 베풀되 노하지 아니 
하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자 
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라 

135. 잘못욜 저질렀거나 어리석 
은 짓을 했을 때는 하나님을 염원 
하고 너회의 죄를 회개하라1> 하나 
님 외에 누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 
여 주겠느뇨 그리고 저질렀던 잘 
못을 지속하지 말라 

136. 그들에게 보상이 있어 주님 
의 관용이 있을 것이며 물이 흐르 
는 천국이 있어 그곳에서 영생하 
며 무한한 은혜가운데 있을 것이 
라1) 

호 샀紙u화스쇼炯 

일!以고K，요때雄녠公:與 
想此수多細 i與义상技紀光 
必 여 내 15U C. 々쇼必災 

i多左^; 
©a^i 씼상效心以湖接占 

130-1) 참된 번영은 욕심과 탐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피조물을 위하여 자기를 회생하고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은혜를 베푸는데 있다 

(제2장 275절 참조). 

135-1) 자기자신이 타인으로 인하여 또는 자기 실수로 인하여 어떤 죄악에 빠져있음올 발견할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슬퍼하거나 후회하지 아니하며 곧바로 하나님께 용서와 관용을 기도 
함으로써 그의 믿음은 그에게 희망을 주게 된다. 

만일 그가 진실이었다면 그는 그의 잘못된 행위를 버리고 회개할 것이다. 

136-1)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회개하면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 
서하고 천국을 약속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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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너희 이전에 멸망한 자들의 
혼적이1> 있었거늘 이 땅위를 여행 
하며 살펴보라 진리를 거부한 자 
들의 종말이 어떤 것인가를 알 것 
이라2》 

138. 이것이1> 인류에게 내린 말 
씀이며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위 
한 복음이요 교훈이라 

139. 그럼으로 마음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믿는 신앙인이라면 
너희가 승리할 것이라 

140. 너희가 상처를 입었다면1} 

그 백성들도 그만큼 상처를 받았 
노라 이것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흥망성쇠 이거늘 하나님은 
믿는 신앙인들을 알고 계시어 너 
희 가운데서 순교자들을 택하시도 
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 
을 사랑하지 않으시니라 

141. 이렇게하여 하나님은 믿음 
을 가진 자들을 순결케1ᅮ 하사 불 
신자들은 멸망케 하시니라 

137- 1)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래한 선지자들을 거역하여 멸망한 백성들의 흔적 
2)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존속하여 종말을 지배한다. 실패하여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하여 좌 
절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좌절되어서는 아니되며 실망하거나 노력을 포기하여서도 않 
된다. 믿음은 항상 희망과 활력을 주어 끊임없는 노력으로 목적에 도달하도록 하기 때문 
이다. 

138- 1) 이 꾸란 

140- 1) 이 상처는 우흐드」전투에서 입은 상처를 일컫고 있다. 정의와 진리를 위한 전투에서 상처 
를 입었을 때 적군도 역시 그 만큼의 상처를 받게 되며 믿음이 없는 병사 스스로를 지탱할 
희망까지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성공과 실패가 거듭되는 것이 현세의 생활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실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아니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신의 모든 계획 
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진실된 용맹이란 어려운 역경속에서 나타날 때이다. 그것 
은 마치 금이 불속에서 타지 아니하고 남아 나타나는 것과도 갈다(3장 154절 해설참조). 
순교는 그 자체가 명예요 특권이다. 함자』의 순교와 하산ᅥ 및「후세인」의 순교는 얼마나 
명예스러웠는가? 

141- 1) 순결케 한다 함은 2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첫째는 무슬림 병사들 가운데 숨어있는 위선자 
들을 일소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시련과 시험을 통하여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바로 시련과 역경은 인생의 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선지자는 상처를 입고 
갈증이 심했지만 그럴수록 보다 강한 믿음과 신념으로 그 역경을 이겨낸 모범이 무슬림 
공동사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必;!내多그 
少炎 

©빼낳，쇄져雜 16^ 

以故與힛典秘其被與 
公 

성의갓;;2^邊컁公^ 솨 

技례。안潮句起煙?I 起^ 

地y해典，빼 必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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織理 

142.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생각하느뇨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 
운데 노력하는 자와 인내하는 자 
들을 알고 계시니라 

143. 너희가 죽음에 이르기 전에 
죽음을 원했을 때가 있었으리라 
이제 너희들은 그것을 너희 눈으 
로 지켜보리라 

144. 무함마드는 한 선지자에 불 
과하며 그 이전 선지자들도 세상 
을 떠났노라1> 만일 그가 죽거나 
혹은 살해당한다면 너희는 돌아서 
겠느뇨 만약 어느 누가 돌아선다 
하더라도 조금도 하나님을 해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실 것이라 

145.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죽지 아니하며 그 기간은 
기록되어 있노라 누구든지 현세의 
보상을 원하는자 있다면 그에게 
보상을 줄 것이요1ᄉ 누구든지 내세 
의 보상을 원하는자 있다면 그에 
게 보상을 줄 것이며 또 감사하는 
자들에게도 보상을 주리라 

146.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학자 
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성전하였더 
라1》그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어려 

>1 

©좌I典고따 

述성與5 必心겁，값해& 

•산X必-士교쌌版:政3次 比 
교其閣炎述犯妙此⑶ 
바?^松과射※爲^ 

-별松必나版占;옇。與化比 
5고»仏姑多^ 

6\고在知 必松^多1>넷 ol> 

c“ 그5효농iA과3회J으I근 占多5 
如必니di도내己i 必5 

144- 1) 이것은 우흐드」전투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선지자가 전사하였다는 소식이 와전 되었다. 

선지자 무함마드는 심한 상처를 입었을 뿐 전사하지는 아니했다. 이때 딸하』와 제1대 칼 
리프였던 아부 바크르』，제4대 칼리프였던 알리」가 선지자 무함마드를 지켜보고 있었는 
데 그 당시 선지자 무함마드의 예기치 아니했던 모범과 용맹으로 혼란에 빠진 무슬림 병 
사들을 구출하였다. 구후，선지자 무함마드가 별세한 8년이 지난 후 부 바크르】 는 백성 
들에게 그때를 상기시키면서 복음을 내리신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심을 상기시켰다. 

145- 1) 우흐드』전투에서 물질적 욕망으로 자기들이 지키던 진지를 떠나 활올 쏘았던 병사들을 
일컫는다. 이들 병사들은 전투의 와중에서 얻은 전리품을 갖게 됨으로써 물질적 욕망 즉, 

현세의 욕망을 충족했는지는 모르나 그들 스스로는 내세의 영혼과 영생을 상실하게 되었다. 
만일 그들이 진지를 지키다가 전사했더라면 그들은 순교자의 월계관을 썼을 것이요 그들 
이 전사하지 아니하고 살아 있었다면 내세에서는 물론 현세에서도 영웅이 되었으리라. 

146- 1) 립비유나 : 하나님의 말씀올 전하기 우하여 선지자들과 함께 성전했던 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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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일에 부디칠 때도 실망치 않고 
허약하지 아니하였으며 항복하지 

5 도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은 실로 
| 인내하는 자들을 사랑하심이라 

©逆?一冬必씨次紀此강 ! 

147.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은 
이러하였노라 주여 저희의 죄와 
과오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 발길을 고정시켜 주옵시고 불신자 
| 들의 무리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必하均抄巧 써^us j 

해H겨 \ 

148. 그리하매 하나님께서 그들 
에게 현세의 보상과 내세의 보상 

3 을 주셨나니 하나님은 선을 실천 
； 하는사람들을사랑하심이라 

必4^4起^ : 

149. 믿는 신앙인들이여 너회가 
3 불신자들에게 복종한다면 그들은 
j 발쿰치로 너회를 돌려 보내리니1》 
I 너희는 믿음에서 벗어나 손실을 
| 보게 되리라 

난!과化요낮 값 在^ 

©따(최爲^公述 j 

150. 그러나 하나님만이 너회를 
위한 보호자요 가장 훌륭한 원조 

j 자이시라 
©나내펴吹여峰 ; 

151.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 
i 의 심중에 공포를 불어 넣으리라 
1 이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들 
； 을 하나님과 비유하려 했기 때문 

이라 불지옥이 그들의 거주지가 
1 되며 재앙이 우매한 그들에게 있 
| 을 것이라 

，接화얘여必최典: I 

152.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 
을 이행하사 너희가 그분의 권능 
으로 그들을 전멸하였노라 그때 

1 너희는 절망에 있었고 질서가 붕 
괴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今“>2分今左i리 luLij 뇨예 
고피쇼M 女쐬HI다차泰 

149-1) 불신자와 위선자들의 명령에 따른다면 그들은 믿는 신앙인들올 불신자로 만들 것이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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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내는 것을 주었는데도 선지자의 
명령에1ᅭ 복종하지 아니하였노라 
너희 가운데는 현세를 원하는 자 
가 있었고 또 너희 가운데는 내세 
를 원하는 자가 있었더라 그리하 
여 하나님은 너희를 그들 적으로 
부터 자유롭게 하였으니 이는 너 
회를 시험하기 위함이라 그분은 
너희를 사하여 주사 믿는 자들에 
게 충만한 은총을 주시노라 

153. 너희언덕에 올라 어느 
누구에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했 
을 때 너희 뒤에 계시던 선지자께 
서 너희를 부르더라 그리하여 하 
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슬픔과 슬픔 
으로 보상을 주시었으며1> 너희가 
잃은 것과 너희에게 닥친 것에 대 
하여 슬퍼하지 말라 하시었으니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 
을 알고 계심이라 

154. 이 슬픔이후 하나님은 너희 
에게 평안을 주었으니 너희들 가 
운데 무리는1> 평온을 찾았으나 다 
른 무리는 근심으로 동요되어 있 
었노라2> 무지한 사람들처럼 하나 
님을 나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는 

일 y於心^炎^U 
分在公성요 

쇼;分^ 산，있>1，노 3{, 
있與疏 效야U앉; 

낙必匕잇 A 狀•多必其 

©6文고 다炎우 섟사 

幻흙노솬匕必技및5님私^:我多 

탄！是4^；^技혀었雄效4 

兵‘is고。述^ 성i要된남향 (i옥 

152- 1) 우흐드』전투에서 무함마드가 내린 명령으로，물질적 욕망을 위해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 
품을 탐내지 말라 하였으며 엄격한 군기를 유지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초기 전투에 
서는 무슬림의 승리로 기울어져 많은 적군들이 살해되었다. 그런데 무슬림병사들 가운데 
일부 위선자 병사들이 물질적 욕망으로 인하여 무함마드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이 지키던 
진지를 떠나 전세를 다시 적에게 우세하게 만들었다(3장 121절 해설 참조). 

153- 1)「칼리드 이븐 왈리드』가 이끄는 승마병들이 왔을 때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에 대한 욕심 
으로 진지를 떠났던 활쏘는 병사들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 그들이 얻으려 했 

던 전리품은 얻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의 전능으로 전세는 무슬림 병사들에게 우세 
해졌다. 그러자 그들의 생명도 위험했으며 또한 그들의 동료들도 탈선으로 인하여 많은 생 
명을 잃게 되었다. 

154-1) 믿음으로 의로운자들 
2) 적군이 그들을 공격했을 때 무슬림 병사들은 최선을 다하여 대항하였다. 이들의 용맹성을 
지켜본 적들은 진지를 철수하였다. 전투가 소강상태에 이르자 부상병들은 휴식을 갖게 었 
는데 전투에서 전력을 다 했던 병사들에겐 수면이 찾아들었고 위선자들에겐 근심과 불안 
만이 그들을 괴롭힐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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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라고 말하 
더라 가로되 모든 것은 하나님 권 
능안에 있다 말하라 그들은 마음 
속에 숨기고 밝히지 않는 것이 있 
노라 우리가 나가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살해되지 않했을텐데 라고 
말들하나 일러가로되 너희가 만일 
너희집에 있었다 하더라도 살해되 
었거나 또한 임명된 그들은 죽음 
터로 분명히 갔을 것이라 이는 하 
나님께서 너희 심중에 있는 것을 
시험하여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을 
정화하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너희 
마음의 비밀을 알고 계시니라 

155. 두 무리가1> 만나는 날 너희 
가운데 등을 돌렸던 자들을 헛되 
게 한 것은 사탄이며 이것은 그들 
이 저지른 죄악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 
시니2>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 
만하심이라 

156. 믿음을 가진 자들이여 위선 
자가 되어 멀리 떠나는 자에게 또 
는 전쟁에 나가는 자에게 만일 너 
회가 우리와 함께 했다면 죽지도 
안했을 뿐만 아니라 살해되지도 
안했을텐데 라고 그들 형제에게 
말하지 말라1> 하나님은 그들 심중 

@0⑶쑈部 私와。^抄 
CJ系3少;45나도人}!쇼라乂?상"도와13 

<笑多항ᄃ (J부검합/일 

^次지홧 구分 J어玄고번보2⑪6! 

6!^ ^比 졌始고乂乂되知 

泰쌌강松， 

낮起!쇼식성必예多던心하 

at; 句:此I 旧대:느 

(I公고斗技I ;*之?보乂유상나낮安 j往 

' 혀 

155- 1) 무슬림과 불신자들의 무리 
2)「우흐드，ᅵ1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기꺼이 전투에 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일부 무리는 두려워 할 뿐이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 
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처럼 사악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들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 
을 뿐이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중과 동시에 또다른 기회가 있을때는 그들 
의 의무를 다하도록 자비로써 그들을 용서하였다. 

156- 1)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며 어떤 위험에 직면했을 때 도피하려 한다. 뿐 
만 아니라 정직한 삶을 위하여 또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기를 회피했다. 그러나 믿 
음이 강한 사람은 정의를 위해서는 죽음도 어떠한 두려움도 갖지 않는다. 인생의 생《生》과 
사(死)는 창조주 안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며，모든 것은 신의 의지와 계획에 따라 발생 
되며 종결되기 때문이다. 신의 계획이었다면 집에서 은신하고 있더라도 죽음을 맛볼 것이 
며 신의 계획이었다면 전쟁과 어떠한 위험속에서도 살아 남는다. 정의를 위해 싸우다 죽는 
것이 창조주의 은혜에 이르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떠한 곳에 있 
더라도 외릅지 아니하다. 신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雜^鑛^^^■羅«藥—^■傑，潔識隨^隨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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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고뇌를 심어줄 것이며 하나님은 
생명을 부여하고 앗아가며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니라 

157. 하나님의 길에서 살해 당했 
거나 죽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관 
용과 자비가 있을지니 이는 생전 

^ 에 축적한 것보다 나으리라1> 

如⑶찾^^와^ : 

此次떼; ! 

158. 만일 너희가 죽었거나 살해 
1 당했다면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 
j 가니라 

©i오납향J之 

159.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i 그대는 그들을 인자함으로 대하였 
도다1》만일 그대가 혹독하고 가혹 
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들은 그대 
로부터 멀어져 갔을 것이라 그들 
을 인자하게 대하고 관용을 베풀 
며 일을 다를 때는 그들에게 의견 
을 물어보라 만일 결정을 했을때 

S 는 하나님께 구원하라 하나님께 
S 구원하는 자는 그분의 사랑을 받 
! 너 

々IJ雜獻以少샜의一고갑:次 
必#:ᄄ요^| 

조抄技妙仏양난요與 

©⑯抄4多；i»i 

160. 하나님이 너희편에 있을 때 
' 아무도 너희를 압도하지 못할 것 
^ 이며 하나님이 이를 거두실 때 누 
j 가 너희를 돕겠느뇨 믿는 자들이 

여 하나님께 의지하라1> 

©대 J效必빠획效슉 ! 

1 1571) 인간이 죽으면 3가지가 무덤까지 따라간다. 가족과，부와 그리고 업적이다. 그중 2가지는 1 
돌아오고 1가지는 남는다. 가족과 부는 돌아오고 그의 업적만이 무덤에 남아 하나님의 심 1 

1 판을 기다린다. 언급한 하디스에서 예시하듯 물질적 욕망으로 믿음을 소홀히 했을 때 그가 1 
쌓아둔 물질적 축적은 인간의 임종과 함께 무용지물이 된다. 내세에서의 자산은 믿음의 척 
도에 달려 있을 뿐이다. 

159-1) 그의 백성들에게 베풀어진 무함마드의 천성적인 그의 인자함은 신의 자비가운데 하나라고 ； 
1 도 불리어지고 있다. 그래서 선지자 창호들 가운데 하나가 모든 “피조물에의 자비”라는 것 

이 주어졌다. 그의 인자함은 시간과 장소와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이 없는 것이었으며 특히 1 
「우흐드』전투에서 보여준 그의 인내，즉 그의 병사들 중 위선자들에게도 너그러운 아량과 1 

3 관옹을 | 

160-1)「바드르」전투에서 획득한 전리품들이 없어졌다. 그러자 일부 위선자 및 사악한 백성들이 1 
예언자께서 그것을 가져 갔으리라 의심을 하자 이 말씀이 계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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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예언자가 결코 믿음을 배반 
하지 않거늘 위선을 하는 자가 있 
다면 심판의 날 그가 위선했던 것 
이 함께 오니라 인간은 그가 축적 
한 모든 것을 되돌려 받되 불공평 
하지 않노라1》 

162.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자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갈을 수 있 

느뇨 그들은 지옥에서 거주할 것 
이며 불행한 운명을 맞을 것이라 

163.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서 
로 다른 보상을 받을 것이라 하나 
님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지 
켜보고 계시니라 

164_ 하나님을 믿는자들에게 은 
헤를 베푸사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고 
그들을 세제하며 성서와 지혜를 
가르쳐 주시었노라 실로 그들은 
분명히 방황하고 있었더라 

165. 너희가 재앙을 입었을때 그 
들은 두배 이상의 재앙을 입었더 
라 이것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고 
말하니 너희 자신으로부터 온 것 
이라 말하라1> 실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심이라 

i쯧々다A 心iC*? 

©、고煙版;후e 々炎起형 

부다차<1?혹七 石향 
©요AA;令느 

©고: 다仏씨;삿此^삿 

⑷切誠왔爲&心抄多技必通 
，피나 생|화년고; 신犯: 

©감 (父I占김 

松상與切^歎^，;니跡 
‘고 ‘}재나 호j*i나公낫에，々〔속 

161-1) 예언자로 선택받은 무스타과 무함마드의 천성적인 인자함은 어릴때부터 나타났다. 그래서 
그는 신뢰받으며 충실한 사람이란 칭호를 얻었다. 그런데도 사악한 무리들은 이따금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며 그들을 해치려 한다. 

「우흐드』전투 이후 일부 위선자들은 전쟁에서 얻온 전리품 분배에 관하여 의심을 하고， 
특히 전리품이 탐나 전지를 떠났던 병사들로 하여금 의심을 갖도록 그들의 심중에 위선을 
조성하였다. 이 계시에서 예언자에 대한 신뢰와 충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즉 예언자 
는 세속적 동기로 인하여 행동하고 그러한 동기로 행동하는 사람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저속한 사람임을 말하고 있다. 

1放-1》만일「우흐드」전투가 무슬림들에게 역전이 되었다면 적들은 :바드르」전투에서 입은 피해 
보다 더 이상의 피해를 주었을 것이다. 창조주는 이슬람올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을 시험하 
여 순화하려 하였던 것이다. 만일 무슬림 병사들이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임무에 게을리 

했었다면 그들은 재난을 받았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창조주로부터 온 재앙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저지른 재앙인 것이다. 

연병^^MIS■젊^^深 S 최^■변^■分^器g ■，뼈强m街빼__松^는■，■■味■■深■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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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너희가 재앙을 당한 것은 
두 군대가 마주치는 날이었으며n 

이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성실한 
신앙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고 

167. 또한 위선자들을1> 아시고 
자 하셨노라 그들에게 말하여지길2》 
오라 하나님의 길에서 투쟁하라 
아니면 너의 고을을 적으로부터 
방어하라 하니 그들이3> 말하길 우 
리가 적과 싸운다는 것을 알았더 

라면 우리는 너희를 따랐을 것이 
다 라고 말하더라 그날 그들은 믿 
음보다는 불신에 가까웠으니 그들 
은 그들의 입술로써 심중에 ov무 
것도 없는 것을 말하고 있었노라4ᄆ 
하나님은 그들이 숨기는 것을5> 아 
시고 계시니라 

168. 살해된 형제들에게 그들이 
남아있어 우리를 따랐다면 그들은 
살해당하지 않했을 것이라고 말하 
는 그들이 있나니 너희가 만일 진 
실을 말하고 있다면 너희 자신들에 
관한 죽음을 방어하라 하시니라 

以겼 齡與科第치與略必« 
i與I公.典겆5與회起나 必 
典一必녕逆與쌌此대 ^ 

與始대5地抄;么炎삶與t 延# 
©逆必고此^ii巧^!述光 

169- 하나님의 길에서 순교한” 고향갓gpT細。년^썼 

166- 1) 우흐드ᅴ 전투에서 믿는 신앙인들과 불신자들이 격전하던 날 

167- 1)「압둘라 이븐 아비 이분 쓸룰j 위선자를 비롯 선지자 무함마드를 실망시킨 300여명의 위 
선자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권. p.63) 

2) 믿는 신앙인들이 그들에게，“오라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서 투쟁하라…”라고 말하니 
3) 위선자들 
4) 입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으나 마음은 위선으로 가득차 있었다. 

5) 위선과 불신 

169-1) 순교란 죽지 아니하고 살이 있으며 그가 떠난 그곳 생활보다 더 높고 더 깊은 안락한 곳에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순교자는 항상 여러 세대를 통하여 또한 아직 태어나지 아 
니한 세대에 까지도 그 영혼이 그들속에 살아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순 
교자의 정신과 영혼이 믿지 아니한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보다 더 높은 곳에 살아 
있다. 불멸의 생명이라 한다면 창조주의의 불멸과 비유하자 아니한 살아있는 생명과도 같 
은 것이다. 

육체적 생명은 물적 양식에 의하여 유지될 뿐이며 그의 기쁨과 쾌락은 기껏해야 현세에서 
만 $1을 수 있는 순간적 것이다. 그러나 순교자는 영적 양식으로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영 
원한 기쁨을 갖게되며 항상 창조주 가까이 있게 된다(2장 1&4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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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가 죽었다고 생각치 말라 그들 
1 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며 하나 
1 님 곁에서 살아 있노라 

S 170.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1 로 기뻐하며 그들과 함께 하지 못 
? 하고 뒤에 올 순교자들을 기쁘게 
1 할 것이며 그곳에는 두려움도 슬 
I 픔도 없노라 

端與려:?一占요^，‘잃 
에쇼S과와빠꽤않 

j 171. 그들은 기뻐하리니 하나님 
의 은총과 자비가 그것이로다 하 

j 나님은 믿는 자들의 보상을 삭감 
f 치 않으시니라 

성《以^ ⑯1以心J겆라 
6技始分 ：) 

172. 그들이 부상을 입은 후에라 
3 도 하나님과 선지자의 부름에 응 
i 하여 정의를 실천하고 사악을 멀 
I 리 한다면 크나큰 보상을 받으리 
:j 라1) 

^版요좌必고;我대與故Sf 
대젖;;家^5되 과 다》 

173. 무리가 그들에게 말하길 많 
은 군중이 너희에게 대항하여 오 
나니1> 그들을 두려워 하라 그러나 

‘ 그들의 신앙은 더욱 두터워졌으니 
S 그들이 말하더라 우리는 하나님만 
; 으로 만족하나니 승리는 그분에게 
^ 의탁하는 자에게 있노라 

調%法# 鳴스獻i我3故도所 
©■化物따心i했뱄必S 多 

174.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1 자비와 은총을 입고 돌아왔으며 
I 그들을 해치는 것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추종했기 때문이 

⑷|용다요j과;多)1 石왔우노!己 技 

©교在炎起_좌 :: 

172-1)「우흐드』전투에서 있었던 혼란과 분규가 있은 후 병사들이 선지자께 다시 접근하였다. 그 
때는 선지자께서도 물론 병사들도 부상을 당하였으나 모두가 다시 싸울 준비를 하였다.「 

J 아부 수피얀」은 다음해에「바드르 수그라」전쟁터에서 다시 도전하기로 하고 메카부대를 | 
, 이끌고 철수하였다. I 
j 그래서 그 도전은 수락되었다. 그리하여 선발된 무슬림 부대는 용맹스러운 영도자 지휘아 요 

래 도전에 약속을 이행하려 나갔으나 적군은 오지 아니 하였다. 그리하여 무슬림 병사들은 
i 전쟁의 피해를 보기는 커녕 오히려 그곳에서 장사 및 무역으로 부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 1 
j 니라 믿음이 더하여 갔다. ； 

i 173-1) “헤아릴 수 없는 꾸레이족이 모여 대항하여 오나니 그들을 두려워 하라”고 겁에 질린 무리 
{ 는 말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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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 하나님은 무한한 은총으로 충 
1 만하심이라 

175. 그들 무리를 두렵게하는 것 
은 오직 사탄일 뿐이라1>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믿는 자라면 나 

j 만을^ 두려워하라 

必\效多後T延내6정占與«雄改 
©必최我占! 

1 176. 믿음을 쉽사리 저버리는 자 
: 들이 그대를 슬프게 하지 아니하 

며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저해 
할 수 없노라 하나님은 내세에서 
그들에게 아무런 양식도 주지 아 
니하시며 그들에게는 가혹한 재앙 
만 있을 따름이라 

起 소義松^« 
©빼짝技抄ᅀ때»忠起 

177. 믿음을 버리고 불신을 택하 
는 자들이 있나니 이들 또한 하나 
님을 조금도 저해할 수 없으며 하 

S 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재앙 
을 가져다 주리라 

雜앞物心임必ik與⑶⑯他 
©히《I고 

178. 하나님이 불신자들과 잠시 
머물러 있음이 그들에게 길보라고 

:: 생각치 않게 하리라 실로 그분이 
그들과 잠시 체류함은 죄악을 증 
가시켜15 그들에게 재앙이 있게 할 
따름이 라 

배태빼與해系그波 
©<잃려以述穴沒해저公？此화 

179.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처하 
1 고 있는 상태로 버려두지 아니하 

시며 사악으로부터 구별하고 길보 

延各必:;，改必心… 
一技빠■吹^싸 

틀 175-1) 본절에서의 사탄은 무슬림들을 저지하고 교란하기 위해 아부 수피얀」이 보낸 나임 이븐 
1 마쓰우드 알아쉬자이厂를 가르키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사탄처럼 사람들 사이에 모 
S 사를 꾸미어 교란하고 선동하였기 때문이라고 ?아부 하이얀』은 덧붙이고 있다<무크타싸르 
! 이브누 까사르 340/1). ' 
\ 2) 하나님 

! 178-1) 그들은 죄악으로 가득차 있었다. 
죄악이 죄악을 낳는다는 말처럼 죄인은 회개함을 포기하고 더 큰 죄악올 낳게된다. 그러 j 
나 창조주의 은혜와 관용은 언제 어디서나 그들의 죄가 지구와 하늘을 덮을 민'큼의 큰 죄 

] 라 할지라도 그들이 진실로 회개할 때 창조주는 그 회개를 받아들인다<하디쓰 40선 최영 
1 길 해설 p.183참조).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할 때 무서운 재앙이 있음은 창조주의 약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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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도하사1> 보이지 아니한 영계 
는 밝히지 않으시니라2》그러나 하 
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로 선지자 

들을 선택하셨으니 하나님과 선지 
자들을 믿으라 믿는다면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크나큰 보상이 
있을 것이라 

180. 하나님이 베풀어1> 그들이 
축적한 재물을 사용하는데 인색해 
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좋을지 모 
르나 오히려 그 인색함이 그들에 
게 더욱 사악 하리라는 것을 생각 

케 하리라 인색했던 것들이 심판 
의 날 그들의 목을 죄아리도다2》 
천지에 남아 있는 유산이 하나님 
께 귀속되나니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것들을 알고 계시니라3ᅮ 

181. 궁핍하나 우리는 부유하도 
다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소리 
를 하나님은 들으셨나니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선지자들을 
살해한 죄악을 기록하시며 가로되 
이글거리는 유황불을 맛볼지어다1> 

179- 1) 인간에 대한 창조주의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다. 선량한 사람의 선행을 그리고 믿는자의 
믿음을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재앙으로서 그들을 시험하며 사악한 사람에게는 향락 
과 쾌락으로 그들을 시험한다. 그러나 선택하는 자유는 창조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권 

리이다. 
2) 약한 상태에서 있는 인간은 미래의 신비나 보이지 않은 영계의 신비를 알고자 한다. 그러 
나 그것들이 이따금 창조주가 선택한 선지자들에 의해 암시되는 것이다. 믿음이 강할 때 
참된 삶이 영유된다는 신념은 인간의 의무이다. 

180- 1) 물질적 은혜, 즉 부와 재산 또는 보이지 않는 영적재산，지혜며 기술이며 지식 둥 이 모든 
것은 창조주가 인간에게 주신 은혜다. 이 모든 은혜 가운데서 자신을 위한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것을 자선이라고 하며 그 자선은 자 
기자신을 정화시켜준다. 자기 자신을 위해 소모할 것을 제외한 나머지까지 축적한다면 그 
것은 그에게 이로움이 될 수 없다. 

2)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물은 창조주가 인간으로 하여금 유익하게 선용하도록 주신 은 
혜이다. 이 은혜의 재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지 않고 축적하여 
둘 때 그 축적된 재물은 그의 목에 걸어진다. 그는 그것을 제거하려하나 그렇게 할 수 없 
으며 그 무거운 재물은 그의 목을 더욱 조아릴 뿐이다. 신약 마태복음 xviii장 6절에는 ••맷 
돌과 갈은 무거운 짐을 그의 목에 짊어지리라”라고 표현되고 있다. 

3) 물질적 제물은 인간이 잠시 살아있는 동안에만 인간의 소유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다음 
에는 상속자가 있겠지만 최후의 상속자는 창조주이다. 모든 재물은 인간에게 잠시 보관된 
것에 불과하다. 

181- 1) 내세에서 천사들의 입을 통하여 “이글거리는 유황불을 맛볼지어다”라는 말씀이 그들 유대 
인들에게 있으리라 

此炎儀렇狀以誤과뎠; 
©化射雄뼈炎多此 狀S 

빠빼多쑈샜，災^ 

구대요見신쒔I 往싫⑷ 
©파피 技 

^域요뺐與⑶必⑶一•的 

히多3l 데깃^fe? 

■感■빼我，運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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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이것은 너희들이 저지른 것 
이로되 하나님은 실로 그 종복들 
에게 절대로 부당하지 않으시니라 

18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 
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삼켜버 
린 제물을 우리에게 가져올 때까 
지 선지자를 믿지말라 말하는 자 
있나니 일러가로되 내 이전에 말 
씀과 너희가 요구한 것들을 가지 
고 선지자들이 오셨을 때 너희가 
진실이라면 왜 그들을 살해하였느 
뇨u 

184. 만일 그들이 그대를 부인한 
다면 그 이전의 말씀과 시편과 구 
약과 신약을 가져온 선지자들도 
부정되노라u 

185.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맛보며 
심판의 날 보상을 받게 되니라1> 
지옥으로부터 구제된 자에게는 천 
국의 문이 열릴 것이며 그곳에서 
영광을 누리노라 이 세상은 단지 
기만의 속세에 불과하니라 

186. 너희가 가진것과 그리고 너 
회안에서 시험을 받을 것이며1ᄆ 너 

^故雜其•必 占:起다到) 

0따士多셋鄕우쑈他於松# 
5抄炎고炎齡淑님A起y그 

iijS技성典;9效^ 

©드fey一多玄값 

3冬 점^… V分述我效顧 

S多多다;님pi 직法 05^5^ 

J사切래必양호 (I於렵 I接 
향公I⑷ 녀■췌 

피/效比iM 대 技그災성 

1期-1)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삼켜버린 제물”의 표현은 모세율법과 모세 이전 종교적 의식에서 
나타나고 있다. 모세의 율법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삼켜버리고 제물로 선지자들의 신뢰 
를 시험하려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본다. 만일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유대인들이 
그것으로서의 예증을 믿을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레위기 뇨 23~24절에서 모세와 아론에 
의해 준비된 불에 탄 제물이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다. 

“밖에서 불이 주님 앞으로 와 불에 탄 제물이 올려져 있는 제단을 삼켜버리더라” 그러나 
백성들은 이따금 모세에 반대하였고 선지자에 대한 그 반역은 그를 살해 하려한 시도였다. 

아벨j 이 바친 제물은 아마도 불에 태운 제물이었다고 본다. 그 제물은 신에 의하여 수락 
되었으며 그리하여 그는 시기와 질투에 혈안이된 카인j 에 의하여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lv. 3~8 참조). 

184-1) 무함마드여! 그들의 거짓과 거역함이 그대를 슬프게 하지 아니 하리라. 만일 그들이 그렇 
게 하였다면 그들은 이미 이전의 선지자들을 부정한 것이니라. 

185^1) 영혼은 죽지 아니하나 육체는 죽으며 그 육체의 죽음은 영혼이 육체와 분리할 때 영혼에 
게도 죽음이란 것을 맛보게 한다. 그때의 영혼은 생명이란 단지 시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되며 심판의 날에는 그가 행한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됨을 알게 된다. 

■經因■{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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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觀^賊雜^深^%^隨雜»活면通迎製■ 

必鄭^幻私와砂 I別在산。 

년1좌고%必!요가 Q^\ J^:il、3X1M; 
시，技 6’◎成，少 u敬 

© 占;冗U(겨요巧 S3 상;그三il 5 

I;必었폐여타※起立功致均 
니秘수:!3^고起야必: 9Xi 

©其犯，t々此 

义|;\义숏九入9;태 소i그 쇼5 

촌 ■좌 

J9^9j 

©닝均상 d與샴사抄 i 

새《(배후i次“ 么|ᄋ1호次石⑯ 
匕 나:냥》느；왜 C폿上’(노고多 

© 나i해이고g士sssii교y요 tojfc ^SU- 

희 이전에 있었던 성서의 백성들 
로부터 또 우상 숭배자들로부터도 
많은 험담을 들으리라 그러나 인 
내하고 사악을 멀리하는 것이 만 
사의 정도라 

187. 하나님이 성서를 받은 그들 
에게 일러가로되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숨기지 말라 했거 
늘” 그들은 그것을 감추어 하찮은 
것과 매매하여 버렸으니 그들이 
매매한 것에 재앙이 있을 것이라 

188. 그들이 이룬 것으로 기뻐하 
며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고 칭찬 
받으리라 생각치 말것이며 그들이 
재앙으로부터 피하리라 생각치 말 
라 이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있을 뿐이라 

189.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 
전능하심 이 라 

190. 천지창조를 보고 또 낮과 
밤의 변화를 보라 이해하는 이들 
을 위한 하나님 권능의 상징이라 

191. 서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하나님을 염원하고1> 
천지창조를 숙고하는 자들이 있으 
니 이들이 말하길 주여 당신은 아 
무 의도없이 창조하지 아니하셨나 
니 당신에게 영광을 드리나이다 
저희를 유황불의 재앙으로부터 보 
호하여 주소서 

186- 1) 재물과 재산은 인간을 시험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인간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지혜, 재능， 
기회 또는 그 반대의 사실들，즉 우리인간 주변에 발생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의해서도 시 

험을 받는다. 인간의 인격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다. 

187- 1) 모세를 통하여 계시된 구약성서의 율법과 규범을 전하되 그 율법과 규범을 숨기거나 변조 
하거나 위조하지 말라고 했거늘 

191-1) 혀와 귀와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염원하다. 

«■■齡抵 雜^按^寒^秘^錢혈織^醜!^^병^«致^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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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주여 당신은 누구를 불지옥 
에 들어가도록 하나이까 이는 당 
신께서 그를 치욕스럽도록 하심이 
니 우매한 자들에게는 어떤 구원 
자도 없나이다1ᅮ 

193. 주여 저희는 주님을 믿으라 
라는 믿음의 부름을1> 듣고 믿었나 
이다 주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 
옵시고 저희를 속죄하여 저희가 
의로운 자들과 함게 하도록하여 
주소서 

194. 주여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 
하여 약속하신 것을 저희에게 주 
읍소서 심판의 날에 저회를 방황 
치 않도록 하여주소서 당신은 약 
속을 지키시는 분이옵니다 

195. 주님께서 그들에 응하사" 

나는 남녀를 불문하고 그들이 행 
한 어떠한 일도 헛되지 않게 할 
것이라 너희는 서로 동등하니라 
그들의 집을 떠났거나 추방당했거 
나 나의 길에서 수고한자 성전하 
였거나 살해당한 그들을 속죄하여 
줄 것이며 강이 흐르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이것이 하나님으 
로부터 받을 보상이라 그중 좋은 
보상은 하나님께 있노라 

196. 지상에서 믿지 아니한 자들 
의 흥망성쇠가 그대를 기만치 않 
도록 하리라 

례必책교제占보士꽤核; 

과 

화떠다빠 
따! 射」分5 행松:U 接y《必 

、평 梅£起복^K此乂땟i 松 
©화、i與j 과 

그그;^년^^@수^s 
與 ᄐ士:[滿接며， 

!]부이보슛; ※往나성; 戶山와노!其홋1; 

接々 획就乂路^년炎f 
技以本 賊判轉。 

i敗-1) 불신자들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벌을 막아줄 어떤 누구도 없도다. 

193-1) 선지자 무함마드가 촉구한 유일신 신앙의 믿음 

195-1) 이슬람에서 남녀 지위 동등권이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위 동등권이 강력히 주장되 
고 있다. 남녀의 구별이라 함은 단지 본질적으로 남과 여자는 생리적 측면에서는 구별되어 
져야 한다는 것이 이슬람의 견해이다. 정신적 측면에서도 남녀의 차별은 허락되지 아니한 
다. 물론 인위적인 차별，즉 계급이나 부나 지위，민족, 피부색깔이나 출생에 의한 차별은 
더욱 말할 것도 없다. 움무 쌀마j 에 의하여 전하여지길 “나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습니 
다. 선지자여! 저는 하나님께서 이주하는 여성에 관하여 언급하심을 하나도 듣지 못했습니 
다”라고 하자 “그들의 주님께서 그들에 옹하사…”라고 계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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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國闕^隨Si* 

197. 쾌락은 순간이요 그들의 주 
거지는 지옥이니 얼마나 저주받은 
거처이뇨 

^■향法部핵g■器^田면 

©쨍“오하고此ih생^ 

1期.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강이 흐르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요 그곳에서 
영생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내려주 
신 것으로써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은 의로운 자들을 위한 축복이라 

J潮靜士 接逆겠從觸必M! 
s느 匕; 낯었、감,교、과， 

©나湖松 

199. 성서의 백성들 중에는 하나 
님을 믿고 너희에게 계시되었던 
것과 그들에게 계시되었던 것을 
믿으몌>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찮 
은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매하 
지 아니한자 있나니 그들에게 하나 
님의 보상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가 
장 빠르게 계산하는 분이시라 

^ d하士장; 

욕^노6i푯와낫 
以故於心禪과향I煙◎ 

례》爲— 

200. 믿음을 가진 자들이여 안내 
하라 인내함에 경쟁하며 단결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너희가 
번성 하리라1> 

i 벼旧炎必次방1우11^：^^ 

199- 1) 유대인과 기독교인 중에 진실로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신앙인들이 있었다. 암들라 이븐 
쌀람」과 그의 동료들은 그들에게 계시된 구약과 신약 그리고 꾸란을 믿고 따랐다. 

200- 1) 싸브르』는 인내로써 그 인내는 참되고 오래 가며 자제하되 사악함을 거절하여 슬기와 용 
기로서 그 사악함을 제거하는 것이다. 

^병致^臣:염雜S회려5齡뗘;허려려떠自^려떠 



제4장 니싸아 

본장은 메디나에서 계시된 176절로 무슬림을 위한 국내외 문제에 

관련된 이슬람 율법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가정，교h족， 

국가 및 사회법에 관한 것으로 그 가운데서도 특히 여성에 관한 문제 

가 많이 언급되고 있어 여성의 장(An Nisa’)이라 불리워 졌다. 

본장에 언급된 주요 사항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본장은 여성과 고아의 권리, 유산과 결혼 그리고 생활양식 등에 
관한 여성의 권리 

2. 결혼지참금 및 유산에 관한 사항 

3. 평등에 입각한 공평한 유산분배의 세부법칙 및 여성의 가문，양육， 

그리고 결혼에 관한 것 

4. 부부간의 육체적 관계와 인간적 관계 

5. 남편의 아내에 대한 권리 및 아내의 남편에 대한 권리 

6. 가족의 역할과 공동사회에서의 역할 
7. 국내문제와 국외안보문제 

公 무슬림 국가들의 국제거래관계 및 그밖의 국가와의 관계 

9. 위선자들에 대항한 투쟁 

10.「마리아」의 아들 메시아 예수 문제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방향을 

묘사하고 있다. 

인간의 단결을 촉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여성과 고아의 권리 및 가 

족관계 그리고 사망후 동등한 유산분배 등을 제1 〜14절 사이에서，가 

정생활의 예의범절에서 여성의 명예와 권리，결혼과 재산 및 유산분 

배에서의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이 선의 원리는 모든 인간 

에게도 확대되어야 함을 제15〜42절 사이에서，무슬림 공동사회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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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기 이전에 메디나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우상숭배 단념과 선지자 

의 권한을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순종하여 형제애(Ikhwa)가 형성되어 

갔다는 것이 제43ᅳ70절 사이에서，믿는 사람들은 적의 공격을 방어 

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을 해야 하고 위선자들의 음모와 해악에 항상 

주의 하면서 공동사회에서의 이탈자들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를 

제79〜91절 사이에서，전쟁 중 종교적 의무에 관해서는 제92~104절 

사이에서, 반역과 사악함의 유혹에 관해서는 제105〜122절 사이에서, 

특히 여성과 고아는 공정과 정의에 의한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믿음은 항상 정의와 성실 그리고 중용에 있다는 것을 제127〜1班절 

사이에서，성서의 백성들이 그릇된 길을 따르고 있음을 제153〜176절 

사이에서 언급하고 있다. 



제4장 니싸아 : 1〜3 130 I賊■ 

제 4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으로 

1. 사람들이여 주님을 공경하라 
한몸1>에서 너희를 창조하사 그로 
부터 배우자를 두어 그로 하여금 
남녀가 풍성히 번성토록 하였노라 
너회가 너희 권리를 요구하매 하 
나님을 공경하고 또 너회를 낳아 
준 태아를 공경하라2ᅩ 실로 하나님 
온 너희를 지켜보시고 계시니라 

2. 고아들에게 그들의 재산을 줄 
것이며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대 
체하지 말며 그들의 재산을 너희 
재산으로 갈취하지 말라 이것은 
크나큰 죄악이라1> 

3. 만일 너희가 고아들을 공정하 
게 대처하여 줄 수 있을 것 갈은 
두려움이 있다면1> 좋은 여성과 결 
혼하라 두번 또는 세번 또는 네번 
도 좋으니라 그러나 그녀들에게 

公各今M>U-公 

최;與如，務여«起 
|:於«。藏段期々단 \^\5 

代^]片匕쇼샷I 쑈^허;선 
◦塔多典匕례我 

내 u 以心향《켜必■銳 
轉與必꼬겠어 fi沈와 

仏와행，과U a比 

1以 必^이之4 왕技; 

1- D 남쓰」의 언어적 해석은 a) 영혼 ⑵ 자신 ⑶ 사람 ⑷ 의지 둥으로 풀이된다. 여기서는 인 
류의 선조인 아담」을 의미하여 민하」는 “그것으로 부터”가 언어적 해석으로 그 뜻은 아담 
으로부터 또는 성경의 해설에서 말하는 아담의 일부 즉 갈비뼈로 부터라고 추리할 수 있다. 

2) 창조주의 섭리가운데 가장 신비스러운 것은 성(性)의 신비다. 그런데 이따금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을 갖지 못한 남성은 그의 육체적 강함으로 말미암아 여성이 인간사회 집단에 기 
여하는 여성들의 역할을 망각하기 쉽다. 자녀를 출산하는 어머니는 언제나 존경을 받아야 한 
다. 어머니가 되는 아내도 역시 존경받아야 한다. 따라서 인간의 육체적 생활을 지배하며 특 

히 인간의 정서생활을 높은 차원에서 이끌어가는 성의 생활도 높이 존경되어야 한다- 

2- 1) 고아의 재산을 수탁받고 있는 보호자는 다음 3가지에 대한 의무가 주어진다. 

① 시기가 왔을 때 고아의 모든 재산을 환원하여 돌려 주는데 지체해서는 아니되며 
② 만일 재산의 목록이 있을 경우 그 목록만 가지고서는 충분치 아니하며，환원되는 재산의 
가격은 수탁했을 때의 가격과 일치해야 하고 

③ 수탁받은 재산과 자기재산을 공동관리 하다가 분리하려 할 때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 

3- 1) 고아의 복지를 위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결혼 준칙을 소개하고 있다. 

이 결혼 준칙의 선포 시기는 우흐드』전투 이후였다. 이 전투에서 많은 무슬림 병사들의 사_ 

상자가 발생함으로써 무슬림 공동체 내에는 많은 고아들과 과부들이 생기게 되었다. 이들에 
대한 대우는 최선을 다해 인간의 박애정신과 평둥원칙에 의하여 다루어져야만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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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을 베풀어 줄 수 없다는 두려 
움이 있다면 한 여성이거나 너희 
오른손이 소유한 것이거늘 그것이 
너희를 부정으로부터 보호하여 주 
는 보다 적합한 것이라2’ 

4. 결혼할 여자에게 결혼 지참금 
을 주라 만일 너희에게 그것의 얼 
마가 되돌아 온다면 기꺼이 수락 
해도 되니라 

5. 미성년자에게는 재산을 위탁 
치 말고 관리를 하되 양식을 주고 
의상을 주며 또한 그들에게 친절 
하라1〉 

6. 결혼할 연령에1> 이를때까지 
고아들을 보살피되 그들이 건전하 
다고 판단될 때는 그들의 재산을 
돌려주되 그것을 탐내거나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시기하지 말라 그 
보호자가 부유하다면 그 고아의 

2) 이슬람이 오기 이전 “암흑시대” 또는 “무지의 시대”라고 불리워지던 시기에는 아내의 숫자에 
관한 제한이 없었으므로 일부다처제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슬람이 오면서 4명으로 
제한함은 물론 4명의 부인을 얻을 수 있는 특수한 환경과 조건이 부여되고 있다. 첫째, 부인 
이 불임중이어서 자손을 갖지 못할 경우 인간의 본능에 의해 남성은 물론 임신올 하지 못하 
는 부인까지도 어린애를 갖고 싶어한다. 이럴 때 첫부인과 이혼하느니 보다는 그 부인올 보 
살피면서 다른 여성을 부인으로 맞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며，둘재，부인이 성불능이거나 심 
한 질병으로 성생활을 할 수 없어 이혼을 할 경우 그 부인은 보호해 줄 보호자를 잃게 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질병에 걸린 부인올 보호하면서 다른 여성을 부인으로 맞아들일 수 있다 
는 것이며，셋째, 전쟁이나 사고로 인하여 여성의 숫자가 남성의 숫자보다 절대적으로 많을 
때 여성의 본능을 치료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고아들을 돌볼 수 있도록 여성을 부인으로 맞 
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4명의 부인올 맞아들일 수가 있는데 또 하나의 가장 본질적 인간 본능 특히 여성 본 
능에서 오는 사랑의 질투와 시기 때문에 4명의 부인을 거느리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 
다. 그래서 본 절에서도 이러한 룩수 환경을 제외하고 또 부인들에게 공평성을 유지할 수 없 
을 경우는 한 부인이 낫다는 것올 제시하고 있어 일부 일처제이나 위에 언급한 특수 환경에 
서만 일부 4체제가 허용되며 그 조건으로써는 공평성을 제시하고 있다. 

5- 1) 쑤파하 : 어리석은, 이성을 판가름하지 못한 이란 언어적 해석으로 여기서는 미성년자 고아 
들을 말한다. 재산과 재물을 관리할 권리가 있는 반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이슬람 사상이 
다.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창조주가 잠시동안 위 탁한 것으로 인간은 창조주의 목적올 
위해，즉 공동사회의 복지를 위해 재물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한편 창조주의 목적에 

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책임과 한계가 따른다. 미성년자 고아들에게는 부모가 남긴 재산을 
성년이 될 때까지 맡기지 말고 관리 보관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6- 1) 결혼할 연령은 성년이 된 나이를 말한다. 

®ij)와 r樹의생벴소效版1 

i호니‘义⑶成i녹占^뇨낮〔“I"수、; 
_향 y■여^ 

_犯⑯跡처대次i加정썼 
셌必兵;的敬 수j沒!! 

丈빼체 그^ 
往其 包쌌겠！경位£光|此i次; 
1농고，^ 해5,우 
V(디노 (3^^ (I保’‘y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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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산을 말아 준 대가를 삭제할 것 
1 이며 그 보호자가 가난하다면 합 
p 당한 보호료만 가질 것이라 또한 
：i 그 재산을 고아에게 돌려 줄 때는 
i 증인을 세울지니 증인은 하나님 
I 만으로 충분하니라^ 

쉐f I;낳貧고PUf잠1文丄。巧 ’ 

7. 부모와 가까운 친척이 남긴 
재산은 남자에게 귀속하며 또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이 남긴 재산 

_ 은 여자에게도 귀속되나니 남긴 
S 것이 적던 또는 많던 합당한 몫이 

있노라1》 

必 文었나느弟氏 

8. 친척이나 고아나 어려운 자가 
: 그 유산을 분배하는 곳에 참석하 
였을 때는 그들에게도 그 유산의 

i 일부를 분배하여 주고 친절을 베 
| 풀라1) 

피니，…대;고此 

생I]切; 公U接해쑈P幻 

I 

9. 재산을 처분하는 그들로 하여 
금 그들의 심중에 두려움을 갖도 
륵 하라 그들의 자손이 허약하게 

:! 되나니 그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 을 공경하게 하며 고아들에게 

랑을 베풀라1> 

범;싸⑷성최，‘및:; 

▲"々고그美U1이丄 ᄃ‘^ 

©따시폐遊 

10. 고아들의 재산을 부당하게 
탐내는 자는 그들의 복부에 불길 

대tWj있10대匕]賊고。창 

1 2) 보관하던 고아의 재산을 성년이 된 고아에게 넘겨줄 때 증인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창조 
f 주가 증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부정도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말한다. 

i 7-1) 이슬람 이전 사회에서는 여성이나 어린이에게는 재산을 유산으로 주지 아니한 일부 아랍인 | 

들의 관습이 있었다. 그러나 본절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고인이 남긴 재산을 들이나 친척 
j 그리고 딸이나 여성들에게도 유산을 물려 받을 권리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 

[ 8-1) 남긴 유산을 분배하는 곳에 상속자가 아닌 고아의 친척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들이 
나 불쌍한 사람들이 참석하였을 경우 남긴 유산의 일부가운데서 그들에게 분배한다는 내용 

9-1) 이 절은 위탁을 받는 위탁자들에게 계시된 것으로 고아들을 보살핌에 자기자식처럼 보살피 
고 사랑하ᅪ야 한다는 것이ᅪ. 자7i자신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손도 허약해 질 수 있고 고 

1 아가 되어 다른 위탁자에 의하여 보살핌을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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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삼키는 것과 같나니 이리하여 
타오르는 화염속에 밥이 되리라 

시. 하나님께서 상속에 관한 말 
씀을 하셨나니 아들에게는 두명의 
딸에 해당하는 양을 두명 이상의 
딸만 있을 때는 상속의 삼분의 이 
를 단지 한명의 딸만 있다면 절반 
이라 부모에게는 각기 육분의 일 
씩을 그리고 그것은 한명의 자손 
만 두었을 경우라 자손이 없을 경 
우 상속자는 부모로 어머니에게 
삼분의 일을 만일 고인의 형제들 
이 있다면 남긴 유산 가운데서 유 
언한 몫과 부채를 지불한 후 어머 
니에게는 육분의 일이라 부모들과 
자식들중 어느 쪽이 너희에게 더 
유용한지 너희는 모르니라. 그것 
은 하나님으로부터 할당된 몫이거 
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현 
명하시니라ᄇ 

12. 너희 아내들이 남긴것 가운 
데 너희에게 절반이며 이 때는 아 
내에게 아이가 없을 때라 아내에 
게 자손이 있을 때는 아내가 남긴 
것 가운데서 사분의 일이며 유언 
과 부채를 지불한 이후라 너희가 
남긴 것 가운데 부인에게는 사분 

© 逆^^ᄍ， 

與强쒔私次f德效 

쳇 此收와一身必:心的» 
님起!接산^起？弓^)幻;%feji多1幻;섟 ^ 

仏; 士以(보'의、#化흉;뤄i 系占동 
技改版接聲■炎?峰爲始;: 
®•以心雜心此映巧요迎公f 

過此巧，소j炎 S街 U성속從 
5“必&鮮改授I必潮[治? 必T 

多:紙 以述)紙乂與從少 

li-i) 꾸란에서는 상속법의 근본 원칙만을 제시하고 나머지 세칙은「하디스』와「끼야스ᅪ 그리고 
「이즈마아』에서 다투고 있다. 학자들이 꾸란에서 제시한 상속법의 근본원칙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갈다. 

① 유언을 처분할 수 없는 한계는 재산의 삼분의 일( + )에 해당하며 나머지 삼분의 이(을) 

를 상속자들에게 규정된 대로 처분한다. 

② 모든 상속분배는 유언과 장례비를 포함한 고인의 모든 부채가 지불된 이후에 시행된다. 

③ 유언된 것은 어떤 상속자들에게도 상속될 수 없다. 
④ 일반적으로 남자 상속자는 여자 상속자보다 두배에 해당하는 상속을 받는다 
본절은 또한 상속 받을 대상자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① 자손 ② 부모 ③ 고인의 남편 또는 아내 ® 친지들 
한편 자손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배는 고정되어 있으나 그 양은 부모가 생존하여 계시느냐 
에 따라 차이가 있다. 양친이 생존하여 있고 자손이 있을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의 몫을, 양친이 생존하여 있고 자손이나 다른 상속자가 없을 경우 어머니는 +의 몫을 
그리고 아버지는 나머지 f 를，자손은 없으나 고인의 형제 및 자매들이 있을 경우 어머니는 

士를 아버지는 나머지를 갖게 되어 있다. 

廳■■因n織■邊—■!젊後職强■雜^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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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이며 너희에게 자손이 없을 
때라 너희에게 자손이 있다면 부 
인에게는 팔분의 일이며 유언과 
부채를 지불한 이후라1> 한남자 혹 
은 한 여자에게 상속받을 자손과 
부모가 없어 먼 친척이2ᅩ 상속자이 
거나 또는 여자가 상속자일 때 한 
형제와 한 자매 각자에게 육분의 
일이 그 이상일 때는 유산은 유언 
과 부채를 지불한 후 삼분의 일이 
라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 
법이거늘 하나님은 아심과 자비로 
움으로 충만하심이라 

13.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범 
주이거늘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 
께 복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물이 
흐르는 천국에 들어가 그곳에서 
영생하며 영광을 만끽하리라 

14.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선 
지자께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범주를 거역하는 자는 누구든지 
지옥에 들어가 그곳에서 기거하며 
고통스러운 운명을 맞게 되리라 

15. 너회 여인들 가운데 간음한 
자 있다면” 네명의 증인을2> 세우 

多로곳; 一T소은 

松우난례多부 左 
넜박接在接#。部敎빼 t교와 
렵스!|노?3巧Si、必 

© '其冬以接1강낫 ◎ 

士從與义必녕^妙此上德 

복將i 公:^ 깠，f巧必겨 

從起 公巧7松巧必 a졌义 
©以6狀4多松과反卵 

12-1) 자손을 두지 아니하고 부인이 사망했을 경우 남편은 사망한 부인 재산의 |을 분배받으며， 

아내가 자손을 두었을 경우 남편은 i■몫을 갖게 된다. 여성의 경우는 11절에서 규정되었 
듯이 여성은 남성 몫의 절반을 갖게 되어 있으므로 과부는 사망한 남편의 재산 {을, 만일 
남편의 자손이 있을 경우는 |을 갖는다. 

2)「칼라라트」어휘는 선지자 무함마드 시절에 그 정의가 정확히 설명되지 아니한 3가지 
어휘중의 하나다. 제2대 칼리프 우마르는 이 어휘와 다른 두 어휘 그리고 다른 두 어휘 
즉 -칼리과트』와 ᄃ리바』단어가 선지자 무함마드 생전에 정의되어지기를 바랬었다. 학자 
들은，칼라라트』의 해설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유산을 상속받을 자손이나 옷어 
른 또는 남편이나 부인이 없어 단지 가까운 친척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풀이하 
고 있다. 

15-1) 여성이 간음 및 간통올 한 사실이 증명될 경우 이슬람 초기 그들에 대한 벌은 죽을 때 
까지 가정에 감금시켜 두었다.(이브누 카씨르 해설) 그후 태형 및 투석형으로 규정되었 
다.(제2장 2절 참조) 

2) 여성의 명예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4명의 중인이 있어야 한다(제24장 

4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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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만일 여인들이 인정할 경우 그 
여인들은 죽을 때까지 집안에 감 
금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그 여인들에게 명할 것 
이라 

16. 너희 가운데 두명이 간음했 
다면 그 둘을 함께 벌할 것이되 
그들이 회개하고 개선한다면 그대 
로 두라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 
비로 충만하시니라1〉 

17. 하나님은 무지하여 악을 저 
지른 죄인들이 회개하고 반성할 
때 이들을 받아 주시나니1> 하나님 
은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시노라 
실로 하나님은 of심과 지혜로 충 
만하심이라 

18. 그러나 죄악을 계속 저지른 
자의 회개는 효용이 없나니 그들 
가운데는 죽음에 도래하여 말하길 
저는 지금 회개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나 그들은 불신자들로써 죽음 
을 맞게되나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벌을 준비하시니라 

19. 믿는 신앙인들이여 강제로 
여성들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은 
허락되지 아니하며 그녀들이 재혼 
하려 할 때 방해하지 말 것이며 
너희가 그녀들에게 준것의 일부를 
빼앗기 위해 그녀들을 학대해서도 

其守ipc), 必丈녀야 M 
® 以明쑈 u牌;從혀於起f 

切乂以⑯此；光고않技다^ 

:o 化 j 知必향 多’私해다 

©다대쑈여빠 

表남一心녀교내傑U?述 
대 U以UiW 소P 다파고地 

⑯ ■系j起低 o其P되多고쑈 
(낮J쇼4多⑥실와분;고향 ^今%4炎 

16- 1) 남녀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간음을 했을 경우 그 쌍방을 똑같이 벌하되 그들이 회개하고 개 
선하여 공동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다면 관용을 베풀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 관용의 방법에서 r파크르 아르라지』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여성은 가정 
에 구류시키고 남성에게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되 구류하지 않는 것이 낫다, 왜 
냐하면 여성은 외출이 금지됨으로서 또 다른 간음 및 간통을 하지 않게 되며, 한편 남성은 
가정에 구금한다 하여도 남성의 본능으로 보아 가정에 앉아 있지 아니하며 또한 가정을 이 
끌어갈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17- 1) 하나님께서 반복되지 않는 종복의 회개를 받아 주신다고 하디스는 언급하고 있다. 한편 죽 
을때까지 죄악을 반복하면서 회개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고 풀이되고 있다(사프 
와트 타과씨르 제2권 p.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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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되니라 그녀들이 분명한 비 

행을1> 저질렀을 경우는 예외라 그 
녀들과 의롬게 살것이며 만일 너 
회가 그녀들을 싫어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선행의 일 
부를 증오한 것이라2ᅩ 

20 만일 너희가 아내를 다른 아 
내로 다시 얻으려 할 때1> 너회가 
그녀에게 준 금액 가운데서2ᅮ 조금 
도 가져 올 수 없노라 너희는 그 
것을 부정하게 취득하려 하느뇨 
그것은 분명한 죄악이라 

21. 어떻게 취득하려 하느뇨 너 
회는 이미 서로가 동거하여 생활 
하였고 그들은 너희로부터 엄숙한 
맹세를1ᄎ 하지 안했더뇨 

22. 너희 아버지들이 결혼한 여 
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과거에 지 
나간 것은 제외되나 그것은 수치 
요 증오이며 저주받은 관습이라 

23. 너희들에게 금지된 것이 있 
으니 어머니들과 딸들과 누이들과 
고모들과 외숙모들과 형제의 딸들 
과 누이의 딸들과 너희를 길러준 
유모들과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양 
녀들과 아내들의 어머니들과 너희 
부인들이 데려와 너희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의붓 딸들이라 너희가 
아직 그녀들과 부부생활을 하지 
아니했다면 너희가 그들의 딸들과 
결혼해도 죄악이 아니나 너 

표端效험功;생었다화 
©대었 

©쌘與均 

교쇼效I效 Q邊합部■오 

화의;，與■炎^ 
^ 화轉料리내빼와i 

以。생見私與느셨; 义域Q 

技九多及各도 

19- 1) 간음 및 간통 
2) 이슬람이 오기전 무지의 시대에서는 형제가 일부 의붓 자식이나 고인의 부인을 하나의 재 
산으로써 취급하였다. 또한 과부가 재혼을 하려 했을 때 이를 막았으며 또한 남편이 결혼전 
에 그 여성에게 주었던 지참금을 갈취하는 관습이 있었다. 

20- 1) 본처와 이혼을 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할 때 
2) 남자가 여성에게 결혼전에 지급한 지참금 

21- 1) 혼인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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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아들들의 아내들과 결혼은 금 
지라 또한 너희가 두 자매를 동시 
에 부인으로 맞아도 아니되나 지 
나간 것은 예외라1> 하나님은 실로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24. 이미 결혼한 여성과도 금지 
되나 너희들의 오른손이 소유한 
것은 제외라1> 이것은 하나님의 명 
령이며 이 외에는 너희를 위해 허 
락이 되었으며 간음이 아닌 합법 
적 결혼을 원할 경우 지참금을 지 
불해야 되나니 너희가 그들과 결 
혼함으로써 욕망을 추구했다면 그 
녀들에게 지참금을 줄 것이라 그 
의무가 행해진 후에는 쌍방의2> 합 
의에 의한 것에 관하여는 너희에 
게 죄악이 아니거늘 실로 하나님 
은 만사형통 하심이라 

25. 너희 가운데 부유하고 신앙 
이 두터운 여성과 결혼할 수 없는 
자는 너희들의 오른손이 소유한1》 
자들 가운데서 신앙심이 두터운 
하녀들과 결혼함이 나으니라 하나 
님은 너희들의 믿음을 잘 아시고 
계시며 또한 너희는 아담의 한 자 
손이라 그럼으로 그녀 보호자의 
허락을 얻어 결혼하되 적절한 지 
참금을 지불할 것이라 그들은 순 

23-1) 이슬람 이전 무지의 시대에 있었던 것들 

여씼均고物在찾如故^!i 
一與_■煙⑶必;炎一i! 

於:紙^뼈따냔爲^ 
々士〜혹之义호i客다以앙之잃조在 

®G系^化物故^必 

때여棟»，於져品 
與않래與多의紙S紙^ 

:속락疏巧以每닛射‘士헸i 

24- 1) 전쟁의 포로와는 이미 결혼한 여성이라 할지라도 간음이 아닌 합법적인 결혼일 경우는 결 
혼이 허락된다. 이는 이미 불신의 굴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때는 포로의 상태에서 자 
유의 몸이 된 이후에 결혼이 허락됨을 의미한다. 

2) 여성의 입장에서 본 결혼의 개념은 그녀 자신의 대부분을 양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볼 때 남성도 그에 상응하는 정신적，물질적으로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슬람 사상이며，남성이 여성에게 자불하는 지참금(Mahr)은 그 가운데의 하나이다. 최소 한 
도액의 지참금이 제정되어 있지만 꼭 그 최소한의 지참금에 집착할 필요성은 없으며 당사 
자간의 신뢰와 사랑으로써 결정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25- 1) “너희들의 오른손이 소유한 것”이란 “지하드”(성전)나 전쟁의 포로를 의미할 뿐 개인의 재 
산이나 소유물이라는 뜻이 아니다. 전쟁의 포로나 모든 전리품은 그 공동사회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너희들의”란 인칭접미사의 복수형태로 보아서 모든 전리품은 공동의 것임올 명 
백히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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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니 간음하지 말것이며 정부를 
두어서도 아니되거늘 만일 그녀들 
이 결혼해서 간음을 한다면 그녀 

! 들에게는 자유 신분을 가진 여성 
이 받은 벌의 절반이라 이것은 너 
회들 가운데 간음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함이라 그러니 인내하라 

I 그것이 너희에게 나으리라 하나님 
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과김少今山소公소청公쇼 

해!^於^ 빼 
©렇 및技 IS 

26. 하나님이 원하사 너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희를 너희 선조 
들의 길로1> 인도하시며 너희에게 

1 관용을 베푸시니 하나님은 만사형 
^ 통하심이라 

巧知쑈必“炎爲;效雜技松 
©沒■«路 

27. 또한 하나님이 원하사" 너희 
에게 관용을 베푸시나 그들이 욕 
망을 추구한다면 크게 방황토록 

! 할 것이라 

9接必^逆松^逸。起^萬 
©몇■ 

28. 하나님이 원하사 너회 짐을 
가볍게 하시나니1> 인간은 연약하 
게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 

©。때，於i타펴 ■公표 

f 29. 믿는 신앙인들이여 너회들 
! 가운데 너희들의 재산을 부정하게 

삼키지 말라 서로가 합의한 교역 
에 의해야 되니라 또 너회 자신들 

을 살해치 말것이니 하나님은 너 
회에게 자비로 충만하시니라11 

此與»여與的齡述，I 

® 浴뇬故요1장 

30. 만일 증오와 부정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자가 있다면 그를 불 

1 26-1) 예언자 및 선지자들과 믿음을 가진 의로운 자들의 길 

! 淡-1) 율법과 규범을 지키는데 어렵지 아니하고 인간 본능에 따라 지키도록하여 어렵지 않도록 
1 하였으니, 

1 29-1) 본절은 다음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① 위탁받은 재산은 물론 자기명의로 된 재산이나 공동사회를 운영하기 위한 공공계산을 
낭비하는 것은 죄악이며 

② 제2장 188절에서도 갈은 말씀이 언급되고 있듯이 남의 재산을 탐내는 것은 죄악으로써 
1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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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으로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 
^ 서는 그런일이 쉬움이라 

© 一《到소 

\ 31. 금지된 가장 가중한 것을 너 
회가 피한다면 너희 안에 있는 모 

J 든 죄악으로부터 너희를 구하사 
1 천국에 이르는 자비의 문으로 너 
5 회를 들게 하리라 

其#淨‘^，，하 

1 
32.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1 를 보다 많이 받는 자가 있나니 
? 시기하지 말라 남성은 그들이 얻 
i 은 것 가운데서 몫이 있고 여성도 
! 그들이 얻은 것 가운데서 몫이 있 
| 나니 서로를 시기하지 말며 하나 
{ 님께 구원하라 하나님은 모든 일 
5 에 전지전능하심이라 

쑈빠、技1與_; 

J 33. 부모와 형제가 남긴 재산을 
； 각자와1> 너희가 함께 한 그들에게 
5 몫을 제정하였나니2> 그들에게 그 
! 들의 몫을 주라 실로 하나님은 모 
1 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以技《했!서점 135匕 3도功흑 CpS 
疏쑈년成‘功沙 tg 占技 

\ 34. 남성은 여성의 보호자라1> 이 j육그요巧^ (52은다조장1 나6’ 

1 여기서는 건전한 경제적 수단과 방법으로써 재산을 중식하도록 언급하고 있으며, 신약성서 ! 
에서도 다음과 갈은 말씀이 언급되고 있다. 마태복음 幻장 13절ᅳ30절올 보면 “그런즉 깨어 1 

1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 그 종들올 불 
1 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무릇 있는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 

는자는 그 있는것 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로 내어 쫓으리라. 거기 1 
I 서 슬피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하니라.” 

③ 낭비는 곧 자기 자신의 파멸은 물론 타인의 재산에 대한 욕망으로 또 다른 죄악을 낳게 
1 된다. | 

1 33-1) 마왈라」의 복수형태로 이 단어의 어근은 낼라타 이다. 찰라따 의 언어적 해석은 “한곳에 또 I 
1 는 친족관계로써 가까이 있는”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마왈리j 의 개념은 (1) 긴밀한 관계자. I 
1 (2) 상속자 (3) 분배자 및 협력자란 세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44장 44절에서는 ( 

“이웃，친구，보호자, 피보호자” 등의 의미를，16장 76절에서는 “주인”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 
1 다. 1 
1 2) 카』에서「메디나』로 천도하였을 때 메디나로 이주했던 메카 사람들과 메디나에 거주했 
1 던 그곳 주민사이에 형제애가 결속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사람들이 남긴 유산을 서로가 i 

분배받고 분배하게 되었다. 그후 공동사회가 확고히 정립되자「메카』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I 
과의 관계가 재개됨에 따라「메카 에서는 혈맹관계의 권리가; 메디나에서는 형제에가 조성 | 

되었다: j 

34-1) :까우왐』이란 타인의 사업에 열중하고 정직하며 주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인의 업무를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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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나님께서 여성들보다 강한 
힘을 주었기 때문이라 남성은 여 
성을 그들의 모든 수단으로써 부 
양하나니 건전한 여성은 헌신적으 
로 남성을 따를 것이며 남성이 부 
재시2ᅩ 남편의 명예와 자신의 순결 
을 보호할 것이라 순종치 아니하 
고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고 생각 
되는 여성에게는 먼저 중고를 하 
고 그 다음으로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 것이며 셋째로는 가볍게 
때려 줄 것이라31 그러나 다시 순 
종할 경우는 그들에게 해로운 어 
떠한 수단도 강구하지 말라 진실 
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니라 

35. 너희 부부사이에 헤어질 우 
려가 있다면 남자 가족에서 한사 
람 여자 가족에서 한사람 중재자 
를 임명하라1> 만일 화해를 원한다 
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한마음 
으로 하시나니 하나님은 모든 일 
에 만사형통 하심이라 

36. 하나님을 경배하되 다른것과 
비유하지 말라 또한 부모에게 효 
도하고 친척과 고아와 불쌍한 사 
람들과 이웃 친척과 친척이 아닌 

서我노!^!U—: 

炎M 與볏쑈按넜챘 
衣닛Alf於^^ 於U쑈났갖jj쒸S 

® IX—公^兵 L1多^占조파휴생 

삼以 체 [혀 
획쑈성致此f起故…故必y 

© 逆읽^^別화 

d 與야典 b'起3 예시:^샀 

돌보아주는 사람이란 뜻으로 여기서는 남성은 여성의 보호자로써 또는 고용인은 고용주에 
대한 자세로써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다(4장 135절과 비교 및 참조). 

2) 남편의 부재시 여성이 남성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지켜 
져야 한다. 훌륭한 아내일수록 남편이 있을 때는 순종하여 조화를 이룰려고 노력하고 남편 
의 부재시는 남편의 명예와 재산과 자녀들과 부인의 순결을 보호한다. 

3) 아내로 인한 가정의 불화를 제거하는데는 다음 4가지 사항이 제시되고 있다. 

(1) 충고로써 가정의 화목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2) 충고로써 어려울 때는 부부생활을 같이하지 않거나 또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3) (1)(2》사항으로써 불가능할 때는 가볍게 때려 줄 것이며 
(4) 그래도 불가능한 경우는 가족회의를 열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되 
고 있다(제4장 35절 참조). 

35-1) 가정의 불화를 해결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처럼 법적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 즉 남편쪽의 중재자와 부인쪽의 중재자를 통하여 하나님 
의 섭리에 입각한 해결방법이 이상적이라 본다. 법적제도를 통해시 해결하려 할 때 가정의 
치부가 노출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서는 공동사회에 까지 오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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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殘별■空헬^^■接^^■速 

이웃과1ᅩ 주변의 동료와 방랑자와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종복들에게2》 
자선을3> 베풀라 하나님은 오만하 
고 거만한 자들을 사랑하시지 않 
으시니라 

37. 재산을 죽적하고서 다른 사 
람의 재산을 탐욕하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숨기는 자가 있도다 
하나님은 이들과 불신자들을 위해 
수치스러운 운명을 준비했노라1》 

38. 재산을 바치되 타인에게 보 
이려 함이니 이들은 하나님과 내 
세를 믿지 아니하고 사탄을 친구 
로 선택한 가증한 친구라 

39.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믿으 
며 하나님이 부여한 양식으로 자 
선을 베푼다하여 그들에게 얼마나 
손실이 있겠느뇨 하나님은 이를 
모를리 없노라 

40. 하나님은 조금도 불공평하지 
않으시니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곱절로 크게 보상하여 주시노라 

41. 하나님이 각 민족으로부터 
증인을1> 부르고 그들에 대해 그대 

雄에J 起—砂고 

©대^ 

么;與노변錢成여必私도破 
⑯(혹잎좌 

© 

티되i⑷(냉I;빠^tjUff IS 匕:i 

솨路j 삶과K”皮典향 

36*1) 이웃이란 잘아는 이웃은 물론 알지 못하는 이웃 또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거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잘 아는 친척, 동료들까지도 포함한다. 친척이 아닌 이웃이란 멀리서 이주하 
여 온 새로운 이웃과 외국인 이웃을 의미한다. 

2) 소유하고 있는 종복들이란 자유시민권이 없는 노예나 포로 또는 자기 권한안에 있는 사람 
들과 동물들까지 포함한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은 창조주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 
문이다. 

3) 이슬람의 근본사상은 하나님을 경배함과 아울러 동시에 창조주의 모든 피조물에게 자선을 
베푸는 일이다. 이 근본사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보다 더욱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37-1)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욕하는 것은 일종의 죄악을 낳게 된다. 

41-1) 증인이란 그 시대에 있었던 예언자 또는 그 시대의 민족을 이끌어 갔던 지도자를 불러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증인이 되게 하고 무함마드를 증인으로 세울 때 그 시대에 있었던 
불신자들 및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했던 자들의 운명을 예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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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를 증인으로 세울 때 그들은 어떻 
i 게 되겠느뇨 

42. 그날 하나님을 부정하고 선 
5 지자를 거역했던 자들은 대지가 
그들을 위해 마련되어 숨었으면 
하나1> 그들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 
으로부터 숨갈 수 없노라 

나와。;抄!^^爲部松。도 : 

43. 믿는 신앙인들이여 술에 취 
하여 예배하지 말라1> 너희가 무엇 
을 말하고 있는지 알때까지라 불 
결해서도 아니되나 여행자는 제외 
라 너희가 아프거나 여행중일때 
화장실에서 돌아왔을때 여성을 만 
졌을때 물을 발견치 못했을 때는 
깨끗한 흙위에 따얌뭄을기 하고 너 
희 얼굴과 양손을 문질러 깨끗이 
하라 실로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 
로 충만하시니라 

너고與T; 다 t以뺐功 衣 gJK數: 

!；起iSU功必싯와P 6넜각的 

公보災域匕^ 此^ 死 

44. 성서의 일부를 계시받은 그 
들은1> 방황의 길을 선택하여 너희 

J 를 바른길에서 벗어나게 하려 하 
1 노라 

各과i베폐고;견， 

45.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적들 
을 알고 계시나니 하나님만이 우 
리의 보호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 구원자이시라 

Ji冬5^욕요‘化*회Si복ii己1 技)’; 

42-1) 하나님을 불신하고 선지자들을 거역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벌 앞에 직면했을 때 차라리 땅 
| 속에 묻혀 흙으로 돌아 갔으면 하고 갈망하다. 은 

1 43-1) 티르미지는 알리가 전하는 하디스를 인용하고 있다.「압두라흐만 이븐 아우프j가 우리에게 
음식을 만들고 우리를 초대하여 술로서 우리의 목을 적셔 주었도다. 나는 술을 마시고 예배 
에 참석하였더니 그들이 나를 앞으로 내세워 나는 다음과 같이 읽었다. 불신자들이여! 나는 1 

S 너희가 숭배하는 것을 내가 숭배하며 우리는 너희가 숭배하는 것을 숭배하도다 라고 읽었 
! 을 때 믿는 신앙인들이여! 술에 취하여 예배하지 말라는 본절이 계시되었다(사프와트 타파 
1 씨르. 제2권. p.98). 
1 2) •따얌뭄」이란 깨끗한 모래, 흙，벽돌，돌 위에 두 손바닥을 댄다음 손을 털고 얼굴을 한 번 :' 
1 쓰다듬고 두 손을 비 빈다. 이것은 물로 씻는「우두」대신으로 
^ ① 예배시간이 되어 “우두”할 물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_ 
? ② 병중에 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 ③ 병중에 물을 사용함으로써 상처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1 
： ④ 추운 겨울철에 찬물을 이용하여 건강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44-1) 구약의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유대인의 장로들 
液我沒^致;성均««理W部!»향;*정空^致in技我^郵寒送活因 i空邊^師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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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유대인 가운데의 무리가 그 
들의 문맥을 변경하여1> 말하길 우 
리는 그대가 말하는 것을 들었으 
나 순종할 수 없나니 그대가 들어 
보지 못한 우리의 말을 들어보라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라고 하며 
그들의 혀를 뒤틀어 진리를 왜곡 
하였더라 우리는 들었으며 순종하 
나이다 라고 말하고 귀를 기울였 
다면 그들에게 더욱 좋았을 것이 
며 보다 정당하였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시니 소수 
를 제외하고는 믿음을 갖지 않더 
^2) 

47. 성서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믿고1ᅭ 그 이전에 너 
회와 함께 있었던 것을 확증하라2> 
하나님은 그들의 명예를 거두고3} 

그들을 후미로 돌렸나니 이는 하 
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을 저주했듯 그들을 저주하도 
다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수행되 
노라 

48. 실로 하나님은 그분에 비유 
하려 한 자를 용서치 아니하며 그 
외에는 그분의 뜻에 따라 용서를 

…多Jl (그^占5 
녀겨系一!;여比一성효5 

씼■心政빼사 

U石 g소 勤와齡쇼#殺 
見與1細故(랭以향々淡 

⑶여秘 E徒友SSf 

© .物것 I 典成 次학 

461) 구약성서에 계시된 선지자 무함마드에 관한 묘사와 투석형의 규범둥(사프와트 타파씨르 제 
2권. p.101) 

2) 2장 93장에서도 언급되 었듯이 유대 인들의 오만과 불신의 태도가 그대로 묘사되 고 있다. 사 
실과 진리를 듣고 또 알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실과 진리는 그들이 들어 
보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조롱하는 것이며 이것은 바 
로 불신자와 다를바가 없다. 

47-1) 최후의 예언자에게 계시된 꾸란 
2) 구약성서들 에 기록된 사실들 
3)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얼굴을 제거하고 그들을 후미로 가게하리라”가 원뜻이다. 얼굴은 곧 한 인간의 본질을 대 
표한다. 다시 말하여 얼굴은 바로 그 인간의 명에요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성서의 백 
성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말씀으로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만일 그들이 
그러한 명예를 가질 가치가 없다고 입증할 때，그들은 그들의 얼굴 곧 명예를 잃을 것이다.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그들의 명예는 가치를 잃게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위치를 갖게 
된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도 갈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먼저된 자로써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써 먼저 될자가 많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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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푸시나 하나님에 비유하려 하는 
_ 자는 죄를 조성하는 것이라1ᅭ 

| 49.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성 
3 결케 한다고 자찬하는1} 그들을 너 
| 회는 보지 아니했느뇨 그러나 하 

나님만이 그분의 뜻에 따라 성결 
케 하시나니 그들은 조금도 그들 

1 의 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대우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 

G CjS4 표 10가;匕多고5多 1 향 f 

50.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 
해 거짓말을 하는지 보라 그 하나 
의 사실 만으로도 분명한 죄악이 

I 라” 

상다例 

51. 성서의 일부를 받은 그들을 
보지 아니했느뇨 우상과 악마를 
믿은 그들이 믿는 자들보다 더욱 
옳은 길로 인도된다고 어떻게 불 
신자들에게 말할 수 있느뇨” 

i보살S생^“—、교;、 
⑯드歎疏⑯ 典때느段 

©文다一心서版 j 

52.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저주 
를 받은 자들이라 하나님의 저주 
를 받은 자는 어떠한 구원자도 없 
음을 그대는 발견하리라1> 

©逆나)삯 

53. 그들에게는 무런 권능이 
없나니 그들이 그 무리에게 일푼 

^ 의 것도 주지 못하니라 

J鄕⑶夕뇟⑷ G대妙 
©煙 ( 

, 481) 하나님께 어떤 것을 비유하며 신격화 하려하는 것과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악은 용서되지 ■ 
아니하나 그 밖의 것은 인간이 참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선을 행할 때 용서된다고 플이되 ! 

1 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권. ixl02). 1 

f 49-1)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선민임으로 그들 스스로가 
I 죄악올 순결케 할 수 있다고 말하나 그러나 인간의 죄악을 순결케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J 수 있는 영역이다(알따브리 452/8). 

! 50-1) 자기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성결케 하며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하나의 사실 
1 만으로도 분명한 죄악이다. 1 
i 51-1) 유대인들이 메카 꾸라이쉬 백성들의 불신자들에 말하길 “당신들은 무함마드와 그의 동료들 1 

보다 더 훌륭한 길로 인도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의 무지와 신앙에 대한 지식의 그 i 
s, 릇됨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서를 불신함으로써 그들은 무슬림보다 불신자들을 
1 더 좋아하였다(무크타싸르 이브누 까씨르 403/1). 

52-1)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무함마드에 대항하기 위하여「메카j 에서 우상을 승배하던 이교들에게 1 
원조를 구하려 시도하였으나 원조는 커녕 유대인 및 이교도들도 패망하고 말았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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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하나님께서 부여한 은혜에 
대하여 그들은 시기하느뇨1》하나 
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성서와 
지혜를 부여했으며 위대한 왕국도 
주었노^2〉 

55. 그들 가운데는 믿는자가 있 
었고1> 믿지 아니한자가 있었나니 
타오르는 지옥이 그들 불신자들에 
게는 충분하도다2ᅩ 

i 56. 하나님의 계시를 불신하는 
자들을 화염속으로 들게 하며 그 
들의 피부가 불에 익어 다른 피부 

J 로 변하니 그들은 고통을 맛보더 
라 실로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57.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찾 
^ 고 선행을 하는 자를 천국에 들게 
하리니 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영 
생케 하리라 그곳에는 순결한 아 

: 내가 있노라 또한 그들을 온화한 
그늘에 들어가게 하리라 

58. 하나님은 모든 기탁물을 그 
: 들 소유자들에게 환원토록 명령하 

섰으며 너희가 판별 할 때는 공정 
하게 판정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르친 교훈이라 
하나님은 언제나 들으시고 지켜보 

? 고 계시니라 

나S!낸;父炎，f 
雜^功’쑈必 0、收光占 

© 좌就切 

처沙i 此다회 t노자화 

^ 想成他렇yT多必略I 
디雜知起렇IS#逆冬少以 

숏쟎典雜고一|路料公:與 

i與約 성 빼起《與起， 
©典^!%炎 

빠빕해에一1起疏I與 拙홧 
必“%以、必llJC섧 W엇金김 

54- 1)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따라 무함마드를 최후의 예언자로 보내어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진실한 믿음을 갖게 하자 이들 유대인들은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2) 다윗의 왕국와 솔로몬의 지혜 

55- 1) 유대인 중에는 선지자 무함마드를 믿는자가 있었고 
2) 시기함과 질투함은 불과 갈은 것으로 그 자체가 지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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期。믿는자들이여 하나님께 복종 
하고 선지자와 너희가운데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1> 순종하라 만일 너 
회가 어떤 일에 분쟁이 있을 경우 

: 하나님과 선지자께 위탁하라 너희 
1" 가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다면 그 
1 것이 선이요 가장 아름다운 최선 
I 이라 

60. 그대에게 계시된 것과 이전 
에 계시된 것을 믿는 척하면서 우 
상에 구원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그들을1》그대는 보지 않느뇨 그들 
은 그것을 섬기지 말라 명령 받았 
노라 그러나 사탄은 그들을 방황 
케 하려 하도다 

61. 하나님이 계시한 율법에 따 
라 그리고 선지자의 중재로 그 분 
쟁을 해결하라 하니 그대를 불신 
하는 그 위선자들을 그대는 보았 
느니라 

62. 그들 스스로의 불신으로 말 
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이 있었으나 
그들은 그 재앙을 이겨낼 수 없었 
으매 그대에게 찾아와 하나님께 
맹세하며 우리는 그 분쟁의 해결 
을 그대에게 구했을 따름입니다 
라고 하더라 

63. 하나님은 그들 심중에 있는 
모든 것올 알고 계시나니 그들에 
게 가까이 하지 말되 훈계하여 그 
들 심중에 교훈이 되게 하라 

^01 여多多호反^每고心3 

셌藏：▲。생;敬M淑; 
©휜冗피i쐈雜 

테M&i 향U 各쇼⑩心 <3j화fe 

©리잿4災功 

폐요; 物3今低해多技씼應能 
® *3난“교主多었 | 성브 

서히 SSti강직냐;《내 ISto^S 

와馬多 

지소恥,C必、必교과꽹;I 

©賊激^a此^^ 

59-1)「울리 알아므르』: 어떤 문제를 결정하여 해결할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 사람들을 일컫는다. 
그러나 그 문제 해결의 최후의 권한은 하나님의 말씀가운데서 찾아야 하며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아 인간의 대리인으로 선택받은 예언자들의 말씀과 최후로는 예언 
자의 순나에 따라야 하며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집행하는 이맘의 가르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이슬람의 해결 방법이다. 

60-1) 구약과 신약과 꾸란을 믿는 척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위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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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선지자를 보냄은 너희가 하 
나님의 명령에 순종토록 함이며 이 
는 하나님의 뜻이었노라 그들 스스 
로 죄악을 저지르고 그대에게 찾아■ 
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니 선지자 
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사 그들은 너그러우시고 자비 
토우신 하나님을 발견하더라 

65. 그들이 그대로 하여금 분쟁 
을 조정케 하고 그대가 조정한 결 
정에 대하여 만족하고 그에 순응 
하지 아니할 때 그들은 결코 믿는 
신앙인이라 할 수 없노라 

66. 너희 자신들을 희생하라 또 
는 너희 거주지를 떠나라고 하나 
님이 이들 위선자들에게 명령1} 했 
을 때 그들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행하지 아니했더라 만일 
그들이 충고 받은대로 행하였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더욱 좋았으리라 
또한 그들의 신앙이 더욱 충만했 
으리라 

67.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커 
다란 보상을 주었을 것이며 

68.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을바 
른 길로 인도 하였으리라1》 

69. 하나님과 선지자께 순종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 
푸신 은혜와 함께하며 예언자들과 
성인들과 순교자들과 정직한 사람 

회炎 &此::犯s 
Hi% 凶政와i 

炎想 沒多 心시선起고炎 
따切※私與細’與요端; 

® 예^ 

次고—u本# 峰고收 
^ 섰해※齡雄與었仏& 

忘많에;셌!系빠 최이J接 

© 以쇼 分立과3i 

0從하P 部요입以此^G 
_보，强생版새淑 

效-1)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자신들을 회생하고 거주지를 떠나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68-1) 믿음올 처음 갖게된 초보 신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첫째는 자기자신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길이요. 
둘째는 그의 믿음이 점차 온전하여짐에 따라 그는 영적 세계에서 더욱 편안함올 갖게 되고 
셋째는 그럼으로써 논란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보상(천국)이 그의 것이 되며 
넷째는 올바른 신앙의 길에 있을 때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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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함께 하나니 얼마나 아름다 

운 동반자이뇨1> 

70.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이거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심 
으로 충만하시니라 

71. 믿는자들이여 적들을 경계하 
라 그리고 분산하여 아니면 모두 
가 전진하라 

72. 너희 가운데 주저하는 자들 
이 있어 너희가 재앙을 당했을 때 
내가 그들과 함께 순교자가 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 
헤를 베풀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더 
라 

73.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때 그 위선자는 마치 너희와 
그 사이에 아무 것도 몰랐던 것처 
럼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면 
나는 전쟁에서 큰 행운을 얻었을 
텐데 라고 말하더라 

74.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길에서 
성전케하여 내세를 위해 현세의 
생명을 바치도록 하라 하나님의 

© ^강“i노 스冬남I士스스^백3 

被路⑭여 
©다빼 々 

多故양與一 法典比갰5 
후抄-敢轉;與雜 

©마必 必성 

:越 必^려技與 

69-1) 이 절은 가장 심오한 정신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인간이라 할 
지라도 믿음의 신앙을 갖고 선을 실천하게 될 때 그는 바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름다운 
영적 동반자 가운데 일원이 된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이는 양지에서 영원 
한 삶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삶은 바로 성스러운 영역가운데의 하나로 가장 위에 있는 영 
역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인간을 가르치고 그의 모범과 실천으로 인간을 인도하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의 영역이다. 이슬람은 선택받은 예언자이며 선지자 무함마드에 의하 
여 정립되었다. 그 다음 영역은 성실과 진실을 겸비한 사람들의 영역이다. 그들은 그들의 
인격으로써 진리를 사랑하고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인품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으로써 그 진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그 영역은 무함마드의 교우들로써 정립되었다. 초대 칼 
리프인「아부 바크르』가 대표적 인물로써 그의 진실과 성실성으로 진실한 친구(Siddiqi)란 

호를 받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진리를 위해 싸우다가 전사한 순교자들이 정립한 영역이다. 이맘 년H쇼과 
「후세인』이 대표적 인물이다. 또한 이슬람을 연구하는 학자 또는 선교사 또는 신앙을 위해 
일생올 봉사하는 사람들이 구성하는 영역이라 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일상 생활에서 또는 일상업무 및 사업에서 항상 정당한 길을 따르는 정직한 사 
탐들이 정립하는 영역이다. 

福懸^■部!傑 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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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성전하는 자가 살해를 당 
하건 승리를 거두건 하나님은 그 
에게 크나큰 보상을 주리라 

75. 너희는 하나님의 길에서 남 
녀의 약자와 어린이를 위해서 투 
쟁하지 않느뇨 그들은 주여 이 어 
두운 압박의 마을로부테> 저희를 
구하여 주소서 당신께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소서 또한 당신께서 
저희를 승리케하여 주소서 라고 
기원하더라 

76.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은 하 
나님을 위하여 성전하고 믿음을 
불신하는 자들은 사탄을 위해서 
투쟁하나니 사탄의 무리와 투쟁하 
라 실로 사탄의 교활함은 허약할 
뿐이라 

77. 너희의 손들을 자제하라 그 
리고 이슬람세를 지불하라는 말을 
들었던 그들에게 성전에 임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니 그들중의 한 무 
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그 
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보지 않았느뇨 주여 당신은 왜 우 
리로 하여금 전투에 임하도록 하 
나이까 우리 생명의 기한을 다소 
나마 유예하여 주소서 라고 말하 
매 그들에게 이르되 현세의 쾌락 
은 순간이나 영원한 내세는 하나 
님을 공경하는 이들에게 더 복이 
되니라 또한 업적은 불평등한 대 
우를 받지 않노라1> 

S士도의。상 고多견益夕 
以炎^功나요犯足와s a與 i(노 

났■:.냐必。i잃:\故 

낸好立、齡知心》값삔쌌版과 

以났⑶仏많 9;心 士’立성갗쯧 
各여心，■ 

뼈■爲괘炎샜 피 

교敬ii 攻冷功抑々 延分j他述答 
雄 y▲多制隊增 約轉雄후 
펴■빠 起 

© %4 

75-1》마을이란「메카』를 일컬으며 압박은 무슬림들에 대한 다신교 특히 우상을 숭배하던「메카j 

사람들의 박해를 말한다. 그 가운데서도 예언자가「메디나」로 천도한 이후 이슬람을 믿는 
노예나 여성 그리고 어린이들에 대한 학대는 더욱 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구원하 
였다. 이에 응하사 하나님께서는 무함마드로 하여금 뼈카ᅵ 에 다시 자유와 평화를 가져오도 
록 함으로써 이들 약자들에 대한 구원의 기도에 옹하셨다. 

77-1) 길지도 않는 인간의 수명을 개인적 이익도 없는 전투에 도전해야 하는가 라고 말하는 위선 
자들에 대한 대답이 다음 4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제4장 니싸아 : 78ᅳ80 150 ■V銳 

78. 너희가 어디에 있던 죽음은 
너희를 뒤따르매 비록 높은 탑위 
에 있더라도 마찬가지라 어떤 행 
운이 그들에게 있을 때 그들은 말 
하길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또 어떤 불운이 그들에게 
있을 때 그들이 말하길 이것은 그 
대 때문이라 하거늘 그들에게 일 
러가로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 
터 오니라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의도는 무엇이뇨1》 

79. 너희에게 오는 행운도 하나 
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나 너회에게 
오는 불행은 너희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이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냈으니 증인은 하 
나님만으로 충분하니라 

80. 선지자에게 순종하는 자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 만일 거 
절한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대를 
감시인으로 보내지 아니했노라1 2 3 4> 

(1) 어떠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현세의 쾌락은 순간이며 그 삶은 덧 
없이 지나가 버리는 인간무상이다. 

(2) 자기 본분과 의무를 다함이 곧 정의를 실현함이니 항상 자기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3) 어떤 자기 회생을 요구하는 의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인간의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4) 그러하므로 하나님의 길에 서서 정의와 진리를 위해 성전할 때 그 인간은 현세의 죽음 
의 공포로부터 해방됨은 물론 영원한 내세의 행복이 그를 기다린다는 신념올 갖게 된 
다. 

78-1) 위선자들은 항상 모순을 조성하는 자들로 죄인들일 수 밖에 없다. 
그들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으로 야기된 재앙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며 이따금 행운이 있을 
때는 자기의 탁월한 능력과 수완으로 하늘이 내려준 은혜라고 한다. 어떤 위선자는 그것이 
하늘이 내려준 은혜라는 것을 부정하는 자도 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 
터 창조되어 하나님께로 귀의함으로써 이 우주에서 발생되는 모든 원인과 동기도 하나님의 
계획임을 인간은 인식해야 한다. 

80-1) 하나님께서 예언자 및 선지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메세지를 전 
하여 가르치고 지도하고 안내하며 옳은 길로 인도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선지자들은 인류를 
선으로 인도하기 위해 보내어진 것이지 악을 감시하기 위해 은 것이 아니다. 인간이 이들 
예언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올 거역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러므 
로 예언자가 전한 말씀올 믿고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W將與炎따紙쑈 성比혀 

낫、、“쇼서남ili빛文三그，공《낮‘교，▲끄더 
沙故징成細分必與넣篇起13 

UP在 엑냥“，은유 
©땅多 

® ujSJi 

b 接巧必I쳐送 抄섟님終• 
©起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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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순종할 것입니다 라고 그들 
은1》말하나 그들이 그대를 떠났을 
때 그들 가운데 무리는 그대의 가 
르침과는 상반된 것을 생각하나니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기록하시니라 그러하매 그들 
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라 
하나님께 의탁한 것으로 충분하니 
라 

巡. 왜 그들은 꾸란을 숙고하지 
않느뇨 만일 그것이 하나님이 아 
닌 다른 것으로부터 왔다면 그들 
은 그 안에서 많은 모순을 발견했 
으리라1〉 

83. 무슬림의 승리나 또는 재앙 
의 소식이 위선자에게 이를 때 그 
들은 이를 전파하니라 만일 그들 
이 그것에 관하여 선지자나 또는 
그들 가운데의 책임자에게 문의하 
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것이라 만일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너희에게 
없었더라면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가 사탄의 길에 빠졌으리라 

84. 그러하매 그대 혼자서라도 
하나님의 길에서 성전하고 믿는 
신앙인들올 격려하라 하나님께서 
는 불신자들의 힘을 미리 제지하 
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힘이 있으 
시되 가장 강하시고 벌을 주시되 
가장 큰 것을 주시니라 

85. 선을 위해 중재하는 그에게 
그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것이며 악 
을 위해 중재하는 그에게 그와 같 
은 보상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모 
든 일에 만사형통하시니라 

빼:i戒여邪^部 역 政伊s校■兵田^^腦賊M諫，^甲i液油物■述 

".轉 3 爲。5幻휘此쇼述; 

名寒技남안，요®^ 

如與成。6起比，與 公衆은옛 

©】技巧起此!;治? 

乂ᄍ _효*W잔과 

J始^炎나必玄 救技나 

©업넷 

免스致성6技按 
2교义S沒Li 입요之^ 

0 ■越於令 

紅松;유^ 

伊요妙成的效抑 德聲義校 

81- 1) 선지자 무함마드 앞에서 “믿고 순종하나이다”라고 믿는척 말하는 위선자들 

82- 1)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꾸란이 위조된 것이라면 그들은 큰 모순들올 그 
안에서 발견했으리라. 

賊除■國雜^■商_醜»3 我成^ 



제4장 니싸아 : 86-90 152 I賊， 
86. 너희가 인사를 받았을 때 그 
보다 겸손하게 인사하라 혹은 응 
답하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심히 헤아리시니라 

87. 그분 외에는 하나님이 없노 
라 그분은 심판의 날 너희를 부르 
시니 이는 의심할바 없도다 누구 
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실 
된단 말이뇨 

88. 왜 너희는 위선자의 일로 인 
하여 두 무리로 나누어지려 하느 
뇨1>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선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불신자로 만들었 
을 뿐이라 하나님께서 방황케 한 
그를 구하려 하느뇨 하나님께서 
방황케한 그를 위해 그대는 방법 
을 찾지 못하리라25 

89. 그들이1ᅵ 그랬듯이 너희도 불 
신자가 되기를 원하며 너희가 그 
들과 같이 되기를 바라거늘 너희 
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떠날때 
까지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친 
구로 택하지 말라 그럼에도 그들 
이 배반한다면 그들올 포획하고 
그들을 발견하는대로 살해할 것이 
며 친구나 후원자를 찾지 말라 

90. 그러나 너희와 동맹을 맺고 
있는 부족으로 피신을 오는자나 

此心法;캘^(다 V# 호多⑶益 

始⑶쇠版 Oi炎김예此 
© 믹뇨i낮bl 士 O'丄고 

4P切名避假!; 典4起#난少除 
心 (고冗戶;-技>1쇼피시;。 

샀取: 성與 

i令々 (보—닛，빙근강요卷너 i必冬느 
始으; 起고j때必;出 향 

6 在성나교分免 

88-1) 믿는 신앙인들이여! 위선자들의 일에 관하여 일부는 그들을 살해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일부 1 
는 그들을 살해 해서는 아니 된다는 두가지의 의견으로 나누어지는 이유는 무엇때문이뇨? 우 

2) '우흐드」전투에서 위선자들의 탈영은 무슬림 명분에 재앙을 야기시켰다. 이때「메디나j 무 
슬림 형제들 가운데는 이들 이탈자들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그들을 칼로 다스려야 한다고 I 

주장했고, 일부에서는 그들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극단적인 이 두가지 방법은 
채택이 되지 아니했다. 이슬람에서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며 중용을 택하기 때 
문이다. 그 대신 회개하여 선을 행하고 정의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며， 
또 다시 무슬림 공동사회를 이탈하는 반 사회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는 적으로 간주하고 전 
쟁시의 법을 적용하였다. 

891) 위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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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그들의 마음이 너희와 그 부 
족과 싸움을 억제하려는 그들과는 
제외라 만일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너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그들 
에게 주어 그들이 너희와 싸우도 
록 했으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 
회로부터 물러나 너희와 화평함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회로 하여 
금 그들을 공격토록 길을 열어 주 
시지 아니하니라 

91. 한편 너희로부터 안전함을 
꾀하고 그들의 부족을 안전케 하 
려는 또 다른 위선자의 무리를 발 
견하리니1ᅭ 그들이 돌아가 불신할 
때마다 패배할 것이라 만일 그들 
이 너희로부터 물러서지 아니하고 
또 평화를 제안하지 아니할 때는 
너희가 어디서 그들을 발견하던 
그들을 포획하여 살해하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그 권한을 
부여하였노라 

92. 믿는자가 믿는자를 살해하지 
아니함이라1> 실수는 불가항력이 
나 이때는 믿음이 강한 한명의 노 
예를 해방시키고 피해자의 가족에 
게 보상하라 그러나 피해자의 보 
호자가 그를 용서할 때는 그렇지 

W授^契획□物技必^ 

接숀:此따 

I않그;沙比념此¥ 

^塔상L起내激效述 

必起A 4美炎劉쇼i 炎必:必 

® 밖松此 々；效此？■與乂 

최호%i心보 

쇼？多고;,4그고^‘多 
心던 t次己^多 5발石？S建次•요^多 

91- 1) 또 다른 위선자들이 있으니「아싸드」와「가뜨판」이 대표적 인물이었다. 이들은 메디나에 와 
서는 이슬람에 귀의한 후 무슬림들 사이에서 안전하게 살 것을 맹세하였으나 그들 백성들 
에게로 돌아가면 그들 사이에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 다시 불신하면서 그들의 맹세를 위반 
하였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권. P.116-117). 

92- 1) 이슬람 형제애에서 본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이며 신성불가침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 
간의 생명을 살해하고 구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수로 인하여 야기되는 것은 
보상을 함으로써 속죄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우후드」전투에서 갈은 무슬림 형제가 적으로 잘못 간주되어 살해된 적이 있었다. 그것 
은 의도적 살해가 아니었으므로 죄는 아니었으나 피해자의 가족이 완전 용서를 하지 아니 
하는 한 그 가족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게 됨으로써 가해자는 보상과 또 한명의 믿음이 
강한 노예를 해방시켜야만 했다. 그러나 그 보상은 피해자가 갈은 무슬림 형제이거나 농맹 
관계를 맺고 있는 부족 및 국가의 일원일 때 보상이 된다. 살해된 자가 믿는 자라 하더라도 
그가 소속되어 있는 부족 및 국가와 교전상태에 있을 때는 보상을 하지 않고 한명의 믿음이 
강한 노예를 해방시킴으로써 충분하다. 만일 가해자가 보상할 능력이 없을 경우는 두달동 
안 계속하여 단식을 함으로써 속죄해야 한다(제2장 17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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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니라 교전상태에 있는 적군 
속의 믿는자가 실수로 살해되었다 
면 한명의 노예 해방으로 충분하 
며 그가 상호동맹관계에 있는 부 
족의 일원이라면 마땅히 그의 가 
족에게 보상하고 한명의 믿음이 
강한 노예를 해방시키라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두달동안 단식을 하라 이것이 하 
나님께 회개하는 길이니라 하나님 
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시 
니라 

93. 고의적으로 믿는 자를 살해 
한 자에 대한 대가는 지옥이며 그 
곳에서 영원히 거주하리라 또한 
하나님은 그에게 노여워 하고 저 
주를 하시며 무서운 벌을 준비하 
시니라1> 

94. 믿는자들이여 너희가 하나님 
의 길에 나섰을 때 주의깊게 살필 
것이며 이슬람으로 인사하는 그에 
게 너는 믿는 신앙인이 아니며 현 
세의 기회적 이익을 갈구하도다 
라고 말하지 말라 풍성한 전리품 
은 하나님곁에 있노라 그와 마찬 
가지로 이전의 너희도 그랬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를 베푸셨으니 주의 깊게 살필 것 
이라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 
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95. 아무런 장애도 없이 남아있 
는 믿는자와 성전에 출전하여 재 
산과 생명을 바쳐 성전하는 투사 
들이 같을 수 없거늘 하나님께서 
는 재산과 생명을 바쳐 성전하는 
이들에게는 남아있는 자들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두 부류 

。必J였一必於태遊改 

@ 版然i»k및강 

犯以物고빠凝雜앴遊S 
©램度 0必도花fi， 

⑶病兵政’應Ji 離 
接心향以신如數!例I破逆; 
然 9고솨;萬i效氏셋껸銳«s身 
© 好다以此 到_§潮於 

G보낯3!습괴ᄂ“&뇨以 c여’油나i따5 

^난々쑈 1(!마고公⑷세고/낮사과往 
& 端^炎하고g 此^S서成t 

쇼빠쇼녁技뼈*1>화 

93-1) 믿는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용서될 수 없는 것으로 그는 곧 불신자라고 이브누 압쓰바는 풀 
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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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도1> 하나님의 보상이 약속되 
었노라 하나님은 남아있는 이들보 
다 성전하는 이들에게 크나큰 은 
헤를 주시니라 

96.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 두시 
며 관용과 자비도 베푸시매 하나님 
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1> 

97. 천사들이 스스로 죄지어 죽 
은자들을 불러 너희들의 신앙은 
어떠했느뇨 라고 물으니 저희는 
지상에서 허약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더라 이때 하나님의 영역은 방 
대했으니 너희는 이주할 수 있지 
않했느뇨 라고 천사들이 말하더라 
그러하여 그들의 주거지는 지옥이 
되어 최후의 종말이 비통하더라1> 

98. 그러나 언약한 남성과 여성 
그리고 어린이는 그들이 할 수 있 
는 힘이 없어 그 길을 따를 수 없 
었으매 제외되었노라 

99.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 
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은 
은혜와 관용으로 충만하시니라 

100. 하나님을 위해 이주 하는자 
는 지상에서 많고 넓다란 은신처 
를 발견할 것이며 하나님과 선지 
자를 위해 그의 집을 떠나 죽은자 

\^\ ^ ^ 

©대 

j>^^\ 5vi，UT ^호=1움31그4즛 !^S\ 

11文按^。니;고>| 소！)〒 (1^논；3© 反1 

하고ᅡ워% 
® L;匕S 

따니j도요대남 l!덩니^^一丄Li싯I % 

物‘i예一와，IS 

誤私 

95- 1)「쿨란」은 “양쪽”이란 언어적 의미를 갖고 있다. 본문 해설에서는 “두 부류”라고 했는데 두 
부류라 함은 재산과 생명을 바쳐가면서 성전하는 사람(Mujahidin)의 부류와 믿음은 강하나 
환자, 장님，불구자둥 신체장애로 성전에 임할 수 없는 부류를 의미한다. 

96- 1) 천국안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참전한 사람(Mujahidin)을 위해 마련한 보상의 둥급이 있으 
되 그 보상의 등급 사이는 하늘과 땅사이 만큼이라고「니싸이』가 전하고 있다. 

97-1) 이주하지 아니하고 메카에 남아 있었던 일부 위선자 무슬림들은 이슬람을 조롱하였다. 그런 I 

데 불신자였던 메카 군대가 그들 무슬림들을 바드르 전투에 내보냈으며 이들 위선자의 무 
슬림들이 상처와 부상올 입자 말하길，“저희 동료들은 무슬림이란 것 때문에 강제로 끌려나 
왔습니다”라고 하자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까씨르 
427/1)0.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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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상은 하나님께 있나니 하나 
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101. 여행중에는 예배를 단축해 
도 되나 이때는 불신자들의 공격 
이 있을까 너희가 염려될 때라1ᅭ 
실로 불신자들은 확실한 너희의 
적이라 

102. 그대가 전시에 그들가운데 
서 예배를 드릴 때u 일부는 무기 
를 소유한채 적을 향하여 경계토 
록 하고 그 일부가 예배를 마쳤을 
때 다른 일부를 그들의 위치로 오 
게하여 그대의 후미에서 예배 하 
도록 하며 무기를 소유하고 경계 
를 하도록 하라 불신자들은 너희 
가 무기와 장비에 소홀히 하기를 
바라매 너희를 일격에 공격하고자 
함이라 그러나 비;다 오거나 몸이 
아플때는 무기를 소유하지 아니하 
여도 죄악이 아니지만 모두가 너 
회 자신들을 위해 경계하라 실로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위해 고통스 
러운 벌을 준비하셨노라 

103. 예배를 행한 후에도 서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 

© \之“5 ^各;1、iu기고그 戶之，iai 

〔은상Jl :}巧과효와교성i)향‘y서;소노玄 

직P方述 

많향^⑯빠m沒與^고: 

요보육나고 占乂仏와 I;)多 
炎 M與자래 
S 典따빠여빼典녀 

0 

101-1) 본절은 여행중 의무예배 가운데 4번의 절(Raka’a)을 2번의 절로 단축해서 예배를 근행해 
도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1따 103, 104절에서는 전쟁시 적의 공격의 위험이 있을 
경우 예배하는 방법을 다투고 있다. 이 두 경우 의무예배를 단축해서 보는 절차는 선지자 
와 그분 교우들의 실천사항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되고 있다. 
여행이라 할 때 그 여행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적의 공격의 두려움이 있을 때 의무예배를 단축해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인가? 하는 문제 
가 제기된다. 그 여행은 2장 184절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최저거리는 3번 행진코스 거리 이 
상이어야 한다는 해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자는 16 파르싸크，즉 48마일 또는 걸어서 
8-9마일 이상으로 정의하는 학자도 있다. 말이나 낙타，기차，배，비행기둥 교통수단을 이 
용할 경우는 그 여행자의 건강상태와 그때의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 
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한편 적의 공격의 두려움이 의무예배를 실천할 때 단축해야 될 조건인가에 대해서 선지자 
의 말에 따르면 필수적 조건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즉「주흐르」，「아스르」,「이샤』예배는 
4라카아에서 2라카아로 단축하였고「파즈르」와「마그립』은 그대로 예배를 보았다. 

102-1) 전시 두려움의 예배를 드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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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염원하라 위험으로부터 

1 안전할 때는 온전하게 예배를 하 
I 라 믿는 신도들에게의 예배는 정 
1 하여진 그 시간이니라1) 

述^■其次에均我災必i ! 
必 抄々다빼必여새 

104. 적을 추적할 때 약한 마음 
1 을 갖지 말라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들도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 
1 노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 
1 터 희망을 갖게 되나 그들은 그렇 
：> 지 못하나니1> 하나님은 지식과 지 

헤로 충만하심이라 

얘^우^합계 ! 

©\浴»_있S겠 : 

105. 하나님이 그대에게 성서를 
계시했나니 이로써 백성들을 다스 

? 릴 것이라 하나님은 그대를 주시 
； 하고 계시나니 믿음을 배반하는 
j 자를1> 변호 하지 말라 

빗;학。御곡 與‘紙均1■觀 

起P, 於방物 

106.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하 
1 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 
j 라 

0 값技 L^ii 

107. 스스로를 기만하는 자들과 
" 논쟁하지 말라 실로 하나님은 기 

만하는 죄인들을 사랑하지 아니 
5 하시니라 

物細고와必避교산。야詞; 

108. 그들은 그들의 죄악을 사람 
j 들에게 숨길 수 있으되 하나님에 
급 게는 숨기지 못하니 그분은 그들 

낮)t 士(고U巧。次上II5 

I 103-1) 전쟁중이거나 적의 공격위험에 직면하고 있올 때의 예배하는 방법이다. 
1 먼저 두 소대로 나누어 1소대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제2소대는 후미에서 경계를 하고 제1 
1 소대의 예배가 끝나면 제2소대가 예배를 드리는 한편 제1소대 후미로 나가 경계하게 된다. 
| 무기나 장비는 본장 1이절에서 언급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항상 소지하고 예배를 드려야 
| 한다. 한편 적의 공격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지대에 있올 때는 단축해서 드렸던 예배를 단축 ? 
1 하지 않는 의무 예배를 행하여야 한다. J 

I 104-1) 신앙은 매사에 있어서 희망과 힘의 근원임에 틀림없는 사실이다.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 \ 
을 갖지 아니한 사람이 목적을 향하여 걸어갈 때 그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과 역경은 I 

| 신앙의 유무에 따라 다를 수 없으나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것은 신앙을 갖지 아니한 i 
1 사람과 신앙을 가진 사람과는 갈을 수 없다.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희망과 힘이 더 
[ 있기 때문이다. ^ 

S 105-1)「따으마 이븐 아비리즈j 와 그의 무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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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밤을 새워 모략하는 그밤을 지 
키시니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여다技1 

109. 보라 현세에서는 그들을 옹 
호하려는 자가 있으리라 그러나 
심판의 날 그들을 위해 누가 하나 
님께 옹호할 수 있겠느뇨 아니면 
누가 그들을 위해 대변하겠느뇨 

⑷邊切)1:행1;유激고 t ^ 
©5^5 

110. 잘못을 저지른 자여 또는 
^ 자신을 우롱한자여 하나님께 용서 
를 구하라 하나님으로부터 관용과 
자비를 얻으리라 

M 技^5今^^if ᄍ:^ 

111. 타인에게 저지른 죄악은 자 
I 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거늘1ᅩ 하나 

님은 아심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쑈心於냄 소“明成此送“ 
©公冬心 

112. 잘못이나 죄악을 저지른 자 
가 그 책임을 양순한 자에게 돌리 
나니 그는 스스로의 허위와 죄악 
으로 죄악을 더하여 가도다” 

^廢數今石多雜미想생必 

113. 만일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가 그대에게 없었다면 그들 가운 

1 데 무리가 그대를 방황케 하려 음 
모했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1 를 해쳤을 뿐 그대를 해친 것은 

혹紅》난^公^^必必^꾜 
쇼 W以匕^患敬^4略政^f 

라때■빠뼈삔 

111-1) 인간은 죄를 범한 이후 다음 3가지 형태중 하나를 택하게 된다. 
첫째，저지른 죄악에 대하여 진실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용서하나 또다시 하나님 

I 을 불신하는 죄악은 용서되지 않는다. 
둘째，지은 죄를 은닉하려 할 경우 그것은 곧 악행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악도 은 

닉할 수 없으므로 내세에 가서 그 죄로 인한 고통올 받게 된다. 
셋째,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타인에게 전가하려 할 경우 그 죄도 용서받을 수 없다. 자기 

I 의 죄를 타인이 대신할 수 없어 그 죄악이 그 죄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선지자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1 112-1) 110절，111절，112절을 통하여 다음 3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홀 첫째, 인간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 과 S 

둘째，인간이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며 그 사실올 숨기려 할 때 현세에 사는 인간 ? 
들 사이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숨길 수 없다는 것과 ! 

셋째，인간이 어떤 크고 작은 죄악을 범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로 전가하려 할 때 그 
:' 인간은 그가 저지른 죄악과 허위로 그의 죄를 더해간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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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없었노라 하나님은 그대 
에게 성서와 지혜를 주셨고 그대 
가 알지 못했던 것을 가르쳐 주셨 
나니 그대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 
은 위대 하심이라 

114. 그들이 속삭이는 비밀 이야 
기1ᅮ 속에는 복이 없으나 자선과 

정의를 실현하고 또는 사람들간에 
중재하는 대화는 제외라 그렇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 
나니 하나님은 그에게 크나큰 보 
상을 주리라 

115. 하나님의 복음이 선지자께 
있었노라 그럼에도 그분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는 신앙인의 
길이 아닌 길을 따르는 자 있나니 
그들이 선택한 길로 가도록 두라 
그길은 불행한 여로이니라 

116. 실로 하나님은 그분에 비유 
하는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나 그외에는 원하는 자마다 
용서를 하시나 하나님에 비유하는 
자는 멀리서 방황 하니라 

117. 그들은 하나님 아닌 우상을 
불러들이니1ᅭ 사탄을 숭배하고 있 
노라 

© 고多知公法 改볏法^iKS 

조례丄 Jiju 쇼다5法야^5政^ 

© C與려및짜쇼 M갔;起;， 

O ⑧ t: 必江狀九玄起^ 

쇠습 ijjCi 我스 강난숙’5 
(3소^ 스노과??‘一;성松!々 

& 

々성科 5技々“욧起 it 

114-1) 일반적으로 비밀이라 함은 그 동기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의심할 여지가 많으므로 이슬람 
에서는 비밀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공개하여 협의를 거쳐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3가지 경우는 비밀이 허용된다. 이때는 물론 그 동기가 사심이 없이 순수해야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때이다. 

① 물질적，정신적 또는 어떤 수단에 의한 것이든 자선의 행위는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 
을 위해서 공개하지 아니함이 바람직하고 

② 어떤 부정을 시정할 때 그 부정을 가능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당사 
자와 공동사회의 불화를 막기 위해서 비밀히 해결함도 허락되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제외이다. 

③ 양 당사자 간에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그것을 공개하기 전에 중재인을 통하 
여 먼저 해결하는 것도 허용된다. 

117-1) 이나쓰 : 여성의 우상들로 옛 아랍 사람들은 우상들을 여성으로 불렀다. 그 대표적 우상으 
로는 라트(Lat)，옷자(Uzza)，마나트(Manat)가 있었다. 

强難因»■鑑因^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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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하나님께서 그를1> 저주하 
자 그가 말하길 나는 당신의 종복 
중에서 일부를 데려가리라 

119. 또한 나는1> 그들을 방황케 
하고 그들에게 위선적 희망을 조 
성할 것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가축들의 귀를 자르게 하고 그들 
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변경케 하리라 하더라 그러나 하 
나님을 대신하여 사탄을 택하는 
자는 분명히 손해를 볼 것이라 

120. 또한 사탄은 그들에게 약속 
하여 허위적 희망을 조성하나 그 
것은 위선에 불과하도다 

121. 이들의 주거지는 지옥이며 
그곳에서 빠져나갈 돌출구를 찾지 
못하리라 

122. 그러나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자가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 
가게 하리니 강이 흐르는 그곳에 
서 영생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약 
속이니 누구의 말이 하나님의 말 
씀보다 믿음직스럽다 할 수 있느 
i己 

123 그것은 너희가 원한다하여 
성취됨이 아니며 그 성서의 백성 
들이 원한다하여 성취됨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에 
따른 대가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외에는 어떤 보호자도 또는 후원 
자도 발견치 못하리라 

124.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남녀가 천국에 들어 가나니 그들 

소)今'“占?호“2巧 0逆，，幻나쇼그쇼 
© 

6iS、■섰고화敗체i 

북⑯必多;逆다산 I 

© 强 S於乂述쇼I一 G敗 6^' 

©抄요셋»必^다섟次必^ 

© 比“雄 있※爲此쨍il 

추;“^야태 勢^^ 

必多홧^^^ 

© 스◎스I그50그고》1;1’技요 

입5 스I (과 ‘노 ‘고 그著? 
©!폐 

118- 1) 사탄의 대부 이블리스 

119- 1) 사탄의 대부 이블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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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받을 보상은 조금도 부정함이 
없노라 

■我와故; 쨍免 

125. 가장 훌륭한 믿음이 란 하나 
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 하나님은 아 

1 브라함을 반려자로 택하셨노라1) 

夕 ，도 '之'4 숏，在*pf， ，'，어 ，'' 나^'，先5多公戶^久pU시다홋 % 
® 않以 L紅逆>⑮以此難3 

126.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 
하고 계시니라 

其淑藏 犯심3 必知 
©일雄 j 

127. 그들이 여성의 일에 관하여 
그대에게 질문하리니 가로되 하나 
님께서 그녀들에 대해 말씀이 있 
으리라 또한 계시된 성서에 말씀 

: 이 있노라 또한 너희가 지불해야 
； 할 지참금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1 결혼하고자 하는 고아 여성과 언 
약한 어린이들에 관한 말씀이 있 
나니 고아들에게 공정하라1》너희 
가 행하는 어떤 선행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알고 계시니라외 

1义往兵疾，舍松!난攻떠i j 

5상1라Ic起技니깼d突디싶 ; 
표^^接兵次$후65述多 f 
c與^此■心其보성 용 

©彫^◎觸고一향방4흙 : 

5 128. 만일 한 여성이 남편으로부 
터 학대와 내버림으로 두려워 할 
때 그 둘 사이에 화해를 시킴은 
죄악이 아니니 화해가 최선이라 

J 비록 남성의 물심에 의한 것이라 
도 그러하니라 그러나 너희가 선 

과 정의를 실천한다면 하나님은 
S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 
； 시니라 

炎比^!逆이^&: 
以우i화]?tiiit美◎와2仏花i흙 r 타 
孤與!^^迫닌公와必녹忠 1 

129. 너희가 최선을 다한다하여 혀화® 벼!^홧 

| 125-1)「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반려자(Khalil)라는 칭호를 가진 이슬람의 시조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아브라함도 한 인간에 불과하나 그의 믿음은 진실하고 순수하였으며 그의 신앙의 실 

1 천은 어떠한 환경속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또한 아브라함은 3대 종교의 근원이 되었으며 1 
J 모세，예수 그리고 무함마드에 가서 구체화 되었다. J 

1 127-1) 이슬람이전 무지의 시대에서는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에게는 유산을 물려주지 아니하였다. 
2) 믿음으로 선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할 
것이라(무크타싸르 이브누 까씨르 443/1).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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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들을 공평하게 할 수 없으리 
라 한쪽으로 치우쳐 매달린 여인 
처럼 만들지 말라 만일 너희가 화 
해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하나 
님으로부터 관용과 자비가 있을 

것이라 

130. 만일 그들이 이혼한다 하더 
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그 
들 각자에게 보상하시니 하나님은 
은혜와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131- 찬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귀속되나니 너희 이전 성서의 백 

성들과 너희는1> 하나님을 경외하 
라 하였노라 만일 너희가 불신한 
다 하더라도 천지의 모든 것이 하 
나님께 귀속되나니 하나님은 절대 
적이시며 모든 찬미의 주인이시라 

132.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나니 보호자는 하나님 
만으로써 충분하니라 

133. 만일 그분의 뜻이라면 너희 
를 멸망캐하고 다른 백성을 오게 
하시니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 
는 완전한 권능이 있으시니라 

134. 현세의 보상을 원하는자 있 
다면 현세와 내세의 보상이 하나 
님께 있다 하여라 하나님은 들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니라 

135. 믿는자들이여 정의에 강하 
여 하나님을 위한 공정한 증인이 
되어라1> 너희 자신들에게도 부모 

님과 친척들에게도 부유하건 또는 

띠교巡齡版技 必必! 
0 C쯧3냥 (2피i 分상년§安좌5 

© 以내約 

與교 接잇災심와必如 
⑶ 해與』多離^。상成 
幻)I 石起쇼匕^느必들 

此^必장必:;‘?껴必必 

G양;민요와J接^댄I 多“々년나 
© 1드니、5 과5 ()나4»1 

행이산多 
©!此u版H요犯 

射0화과必多 !抄!다抄煙 

선一 소냔痛#貧다必他松抄 

131-1) 무슬림 

135-1) 하나님올 믿고 하나님의 성서를 믿는다면 진리와 정의를 이행함에 최선올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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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하건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그 
들을 보호하시나니 탈선치 않도록 
마음의 욕심을 따르지 말라 만일 
너희가 왜곡하거나 치우친다면 하 
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것을 알고 
계시니라 

S 136. 믿는자들이여 하나님과 선 
! 지자 그리고 선지자에게 계시된 
1 성서와 너희 이전에 계시된 성서 
룰1> 믿어라 했거늘 하나님과 천사 

: 들과 성서들과 선지자들과 내세를 
부정하는자 있다면 그는 크게 방 
황하리라 

137. 믿음을 가졌던 신앙인이 믿 
1 음을 부정한 후 또 믿음을 갖다가 
3 또다시 배반하는 자가 있어 그의 
5 불신은 더해 갔더라1> 하나님은 그 
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 인도받지 못할 것이라 

^ 138. 위선자들에게 이르되 그들 
| 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있으리라 

139. 신앙인들이 아닌 불신자들 
I 을 동반자로 택하는 자들이 있노 
S 라 그들은 이들이 원하는 것이 영 
광이란 말이뇨 실로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있니라 

140. 이미 성서에서 말씀이 계시 
I 되어1>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 
| 고서 그것을화 불신하며 조롱하는 

© 1餘心다빼 

必今々典的以與幽P 述與致 

多雄쇼節被씼예其;少 

沒)그公요 죄4⑥ U요“싫?님 

©5“ 徒私;述겠與必以成多 

4 벴?版섰雨起效온 

*은뇨홋免 쇼。김와도고잠必; 느혹요교 

，段此삶多i一恥1 一난炎明s私 

136- 1)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모든 성서라고「아부 싸우드」는 말하고 있다(아부 싸우드 389/1). 

137- 1) 유대인들에게 계시된 절로 모세를 믿다가 송아지를 숭배함으로써 그 모세를 불신하다가 
모세가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자 다시 모세를 믿다가 그후에 온 예수를 불신하였으며 그후 
최후의 예언자인 무함마드를 불신함으로써 그들 유대인의 불신은 죄악올 더욱 더해만 갔 
다고 r까따다』와『따브리」는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권, 여132). 

140-1) 구약성서 
2) 꾸란 

■영무례또::，必역H、。려과똔r 수방고 주、뀨떠건n法,,교、'녜 켜公저 今다', 今::방:나 데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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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있었더라 그들이 다른 화제로 
I 돌릴때까지 그들과 함께 하지 말 

라 만일 너희가 함께 한다면 그들 
과 다를 바 없노라 하나님께서는 
위선자들과 불신자들을 지옥으로 

1 부르시니라 

⑷쑈 1 조卜i分않 S!々我용삼兵 
삶폐;故必 j 

141. 이들은 기다리며 너희를 주 
시하는 자들이니 만일 너희가 하 
나님으로부터 승리를 한다면 그들 
이 말하길 우리는 너희와 함께 있 
지 아니했느뇨 만일 불신자들이 

i 승리한다면 그들이 말하길 우리가 
5 너희들 위에 있지 아니했느뇨 우 
« 리는 너희를 신앙인들로부터 보호 
유 하였도다 라고 하더라 실로 하나 

님께서는 심판의 날 너희를 심판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자들 

1 이 신앙인들 위에 있도록 두지 않 
| 노라 

蟲起래⑷與社!‘段出沒心 

142. 실로 위선자들은 하나님을 
속이려 하나 하나님은 그들올 먼 
저 아시니라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정직하지 못함이 사람들 눈에 
뜨이더라 소수를 제외하고는 하나 

j 님을 염원치 않더라 

6身心必나制교起0必！^ 다到교 
■動산 

143. 그들은 불신과 믿음 사이에 
서 방황하니 이들에게도 아니요 

^ 저들에게도 아니라1ᅩ 하나님께서 
이들을 방황케하면 그대는 그를 

； 위한 길을 찾지 못하리라 

必敬 J 廢해心해故抄私 

144. 믿는 사람들이여 불신자들 
을 반려자로 택하지 말라 너희는 

1 너희 자신에 모순되는 명백한 예 
증을 하나님께 원하고 있느뇨 

乂仏性必V:々넷必必이향 : 

秘^^多강立었^公^보 
© 다 

145. 위선자들이야 말로 지옥의 

143-1)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과 불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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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하층에 있게 되나니1> 그대는 
그들을 위해 어떤 구원자도 발견 
치 못하리라 

146. 그러나 회개하고 개선하여 
하나님의 동아줄을 잡고 하나님께 
순종하는자는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 
에게 커다란 보상을 주실 것이라 

147. 너희가 은혜에 감사하고 믿 
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 
게 벌을 내리심이 없나니1> 하나님 
은 감사와 지혜로 충만하시니라 

148. 하나님은 언사의 욕됨이 대 
중에 들어남을 좋아하시지 아니하 
시나 죄지은 자에 대해서는 그렇 
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들으심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149. 너희가 드러나게 선을 행하 
던 모르게 행하던 또는 잘못을 관 
용으로 용서하던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권능으로 충만하시니라 

150.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불신 
하며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이간시 
키려 하는 자들이 우리는 일부를 
믿고 일부는 부정하나이다1> 라고 

@ 

#匕쇼및표도分免 
묫호々5*(잃切사의^ A혹근 

© ᄃ강全!以Hi쇼分技^ 

6版文幻넜典그 爲必必必與 
@ 明以^ 犯 

생逆시，士典여 ■以 
©◎巧^; 技‘珍 

it▲생 향^ 

향典 6巡藏例 
I유/계。系생성沒 狀油述 

© 리 6J4yi 

145-1) 지옥의 7충 가운데서 가장 아래충으로 계브누 압바스」는 그곳을 가리켜 불속의 가장 아래 
부분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147-1) 위선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올 수 있는 것은 다음 4가지 조건을 실천할 때이다. 
첫째，회개하되 진실되어야 하고 그들의 마음이 개선되어야 하며 
둘째, 그들의 행위를 개선하여 그들의 행위가 순수해져야 한다. 

셋째，하나님께 헌신하여 그들의 신앙심을 깊게 하고 다시 유혹하는 악을 이겨내야 하며 
넷째，신앙생활에 성실해야 한다. 

150-1) 본절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에 관한 말씀으로 이들은 그들의 선지자들만 믿고 무함마드와 

그밖의 선지자들을 불신하였다. 즉 그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 즉，선지자들올 불신하는 
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구약성서와 모세를 믿었으나 꾸란과 무함마드를 불신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 
들은 믿음의 중용올 선택하려 하였으나 믿음Oman)과 불신(Kufur) 사이에는 중용의 길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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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그 중간의 길을 택하겠다 말 

하더라 

151. 실로 이들이야말로 불신자 
들이거늘 하나님은 이 불신자들에 
게 치욕스러운 벌을 준비하시었노 
라 

152.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들 
을 믿고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구별치 아니 한 그들에게는 보상이 
준비되어 있나니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153. 성서의 백성들이 그대에게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성서를 내려 
달라고 요구하나 모세에게 이보다 
더한 요구를 하여 하나님올 보여 
달라고 했더라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번개가 그들을 덮쳐 갔 
노라 그들은 계시가 있는 후에도 
우상을1》숭배하였더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였으며 또 
한 모세에게 분명한 권능을 주었 
노라2> 

154. 하나님은 그들위에 시나이 
산을 을려 놓았나니 이는 그들과 
의 성약이었노라 또한 그들에게 
겸손히 그 문으로 들어가라 하였 
으며 안식일을 위반하지 말라는 
확실한 성약을 하였노라1> 

女與J 滿 오技冗與必쨍;I 

©起與狀 

뿌必抄淨五‘；…難쇼與 
© ^1；與 技腺i 병我殺;a抄 

兄a 賊故聲 3※냄，« 

등;美；^接 
技一/成，속都炎技고 

巧; 쾌像技必必& 

©I겆래少多起切雄 

L낌;々내;技明있 起多起노;방 
©뼤양;災 

153- 1) 금송아지 
2) 2장51절 본문과 해설참조 

154- 1) 구약성서의 율법올 받으들이지 아니한 대가로 그들 위에 산을 세웠으며，겸손히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루살렘에 들어가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였으며 안식일(토요일)날 

사냥을 하지 말라 했으나 사냥을 하였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창조주의 말씀에 오만 불손하 
였다. 제2장에서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거역올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높이 솟은 시나이 산 아래서의 성약과(제2장 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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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그들이 성약을 깨뜨리고 하 
나님의 계시를 불신함과 선지자들 
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봉해져 버렸도다 라고 그 
들이 말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는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 
음을 봉하여 버렸으나 소수를 제 
외하고는 이를 믿지 않더라 

156. 그들의 불신과 마리아에 대 
한 얘기는 크나큰 죄악이었노라1》 

157. 마리아의 아들이며 하나님 
의 선지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 
리가 살해하였다 라고 그들이 주 
장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를 살 
해하지 아니하였고 십자가에 못박 
지 아니했으며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라 이에 의견을 달 
리하는 자들은1〉의심이며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추측을 할 뿐 
그를 살해하지 아니했노라2> 

(2) 겸손히 도읍으로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이에 오만을 부렸으며 (2장 58절) 
(3) 안식일올 위반하였다(제2장 枝절). 

156- 1) 유대인의 예수」에 대한 불신과「마리아』에 대한 모독올 의미한다.(19장 27-淡 참조) 
「예수』의 어머니인「마리아」가 처녀가 아니었다고 모독함은 곧 하나님의 권능올 조롱함이 
다. 특히 여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을 험담할때는 4명의 중인올 대도록 하였다. 
그렇지 못할 경우는 80대의 태형으로 중상모략자를 다스리며 또한 그 중상모략자는 중인 
이 되는 것도 불허하고 있다(24장 4절 참조). 

157- 1) 서로 다른 3가지 견해로 첫째, 예수가 하늘로 승천하였다는 견해，둘째，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혀 살해 되었다는 견해，셋째，예수의 인성(人性)은 십자가를 졌고 신성(神性)은 하늘 
로 승천하였다는 서로 다른 견해다. 

2) 예수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던 주요 3년을 제외하면 그의 생애는 물론 그가 탄생해서부 
터 성장에 이르기까지 또한 성장이후 그후 사생활은 너무나 신비에 싸여있는 것들이 많다. 
특히 예수의 마지막 생애에 관하여는 더욱 그렇다. 정통 기독교 학파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생올 마쳤으며，장사 지낸지 3일 후에 상처입은 그대로 일어나 주위를 걷다가 그의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음식올 먹은 후 그의 몸이 하늘로 승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 학파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살해되었다고 믿지 않고 있다.「바실리단j 
학파는 예수 대신 어떤 누가 십자가에 살해되었다고 믿고 있다. 한편「마르시오니트』복음 
(A.D 138)에서는 예수가 태어난 것까지 부정하고 단지 그가 인간의 형태로 나타났을 뿐이 
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성「바르나바』복음서는 예수 대신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살해당한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꾸란에서도 예수는 십자가에 못박혀 살해되지도 아니했으며 또한 유대인에 의 
해서 살해된 것도 아니라고 제시하고 있다. 예수는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하늘로 
승천하였다고 다음 158절은 제시하고 있다. 

起햇 終必남必沒接塔^ 均 
如成妙써다갑故離入獻笑技 

© 벨앴소고4社S 

©隊 轉浴授廢沒 

했聲以戶多切::消裝따il 

句雜넜以勤 化31激 
一 巧J 보此은他策to 

4■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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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하나님께서 그를1> 오르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 以發端 i聲넌L技媒j 於 
1 

) 159. 성서의 백성들은 그가 죽기 
전에1》그가2》심판의 날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믿노라 

5※〔巧旬 효?起’、피‘도^ 

160. 유대인들의 죄악으로 말미 
S 암아 하나님은 이전에 그들에게 
1 허락되었던 좋은 것을 금지하였고1》 
1 또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길로 
들어감을 방해 받았더라 

©향과 

161. 그들은 금지된 이자를 거두 
어 갔으며 백성들의 자산을 부정 
하게 삼키었더라 하나님은 그들 

: 불신자들에게 고통스러운 벌을 준 
비하셨노라 

oW餘此^ 起必此파5 

162. 그들 가운데 확고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이들과 그대와 그대 이 
전에 계시된 것을 믿는 신도들과 

! 예배를 행하는 자들과 이슬람세를 
바치는 자와 하나님과 내세를 믿 

| 는 신도들에게는 크나큰 보상이 
있을 것이라 

以 6美십나강안 1』 
SjXwit ‘뇨i회유J 적!‘1화 

©，처 

163. 실로 하나님은 그대에게 계 
시하였거늘 이는 노아나 그 이후 
예언자들에게 계시한 것과 갈으며 
또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 

，，t，사 1 ^9 서 Ilf거'* 
내방^i 서께!나jb 

| 158-1) 예수 

159-1) “그가 죽기전에” 여기서 “그의”의 접미대명사는 학자에 따라 2가지로 해석되고 있다* 즉 
예수가 죽지 아니하였다는 견해를 주장하는 학파는 “그의”를 예수로 풀이하고 있다* 예수 ( 
는 지금까지 살아있어 그는 최후의 날이 오기 이전에 나타나「이맘 마흐디j 가 오는 것을 

1 준비하게 되니 이때는 세상이 죄악과 불신으로부터 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다른 
학파는 “그의” 뜻은 그 성서의 백성들 모두를 가르키고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 - 2) 예수 

160-1) 유대인의 율법은 낙타와 토끼의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레비기 11장 4-6절). 

또한 황소와 양 그리고 염소의 지방질도 금지되고 있다(레비기 7장 23절》. 

^■繼雜田强^醜^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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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야곱과 그의 후손과 예수와 아 

이윱과 유누스와 하룬과 솔로몬에 
게 계시한 것과 갈으며 다윗에게 
시편을 내린것과도 같으니라1》 

164. 그대에게 이미 언급한 선지 
자들이 있고 그대에게 언급하지 
아니한 선지자들이 있노라 모세에 
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계셨 
노라1》 

165. 선지자들을 보냄은 복음을 
전하고 경고하며 인간들이 하나님 
께 논쟁치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 
이니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충 
만하시니라 

166.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 
이 그대에게 계시한 것에 대해 증 
언하시니 그분의 지혜로 계시하였 
음이라 또한 천사들도 끼를 증언 
하니 증인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 
니라 

167. 믿음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길올 걷고자 하는 타인을 방해하 
는 자들은 크게 방황하게 되리라 

168. 믿음을 부정하고 사악한 짓 
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용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천국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 하시 
니 

고5版쑈 知明次따행必 
© 대 少^^ 백^썽 

以技빠必ill 향軟 

© 浴쇼효빠公多리6以 

a 스 k《以브表그;乂트며^，꽤화 
©■내多S 

쨘및^ ⑯心;節松必 61 
©량聲義必 

1松-1) 말씀이 여러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었으며，무함마드에게도 이들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었던 
것처럼 계시되었다. 하나님의 메세지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선지자는 각 공동체에 보 
내어졌으며 선지자들의 이름이 꾸란에 명시되어 있는 선지자들이 있고(꾸란 10장 47절) 

또 언급되지 않는 선지자들도 있다(4장 164절). 

164-1) 하나님은 시나이 산에서 구름을 통하여 모세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다(출애굽가 34장 5절).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모세를「칼럼무 알라」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자”라고 칭호를 붙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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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지옥으로 가는 길 외에는 
길이 없으매 그곳에서 영생하리라 
그러한 일이 하나님께는 쉬운 일 
이라 

170. 백성들이여 선지자께서 너 
회를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갖고 오셨으니 이를 믿으라 그러 
면 너희에게 복이 되리라 아직도 
너희는 불신하고 있느뇨 천지의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것이거늘 하 
나님은 아심과 지혜로 충만하심이 
라 

171. 성서의 백성들이여 너희 종 
교의 한계를 넘지 말며 하나님에 
대한 진실 외에는 말하지 말라 실 
로 예수그리스도는1〉마리아의 아 
들이자 하나님의 선지자로써 마리 
아에게 말씀이 있었으니 이는 주 
님의 영혼이었노라 하나님과 선지 
자들을 믿되 삼위일체설을 말하지 
말라 너희에게 복이 되리라 실로 
하나님은 단 한분이시니 그분에게 
는 아들이 있을 수 없노라 천지의 
삼라만상이 그분의 것이니 보호자 
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니라 

172.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됨 
이상으로1ᅭ 자만하지 아니했으니 

® 逆“낮)^ 

銳d성仏챦砂^多延述나別後^ 

심UJid匕 A 雜成歎^約炎 

成? 心少典必!향mam 
’북知版※功士以版T多께 

^ 幻他明^各！^]起화보， 
스匕; 당;내 I 스匕‘4선3; 휜드향Sf 逆。 

© 짓4多최h)%多5i 

획I 홧必雄胡넜했여均IP 

171- 1) 예수의 속성은 다음과 같이 풀이되고 있다. 
첫째, 예수는 아담의 후예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으니, 마리아에게 한 남자가 있었다고 

보아 예수는 한 인간의 아들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보는 견해 
둘째，한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받는 선지자로 볼 때 마땅히 존경을 밤아 

야 한다는 견해 
셋째，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있어라 : 준』「그러면 있을 것이니라 : 파야쿤」에 위해 창 

조되었다. 그래서 그는 있었다<3장 59절). 
넷째，예수는 하나님의 영혼에 의해 태어났으니 다른 선지자들과 같지 아니하니 그를 하 

나님의 아들로써 존경해야 한다는 삼위일체설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들 
로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홀로 계심을 부정하고 있다. 

172- 1) 예수는 이따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가장 겸손한 종복으로써 나타나시곤 하였다. 또한 겟세 
마네 동산에서의 그의 번민은 인간의 존엄성과 괴로움과 겸손으로 가득차 있었다(마태복 
음 26장 36-45절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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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 있는 천사들도 그랬노라 
하나님께 경배드리기를 꺼려하는 
자와 교만해 하는자 모두를 그분 
에게로 모이게 하리라 

173.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보상이 있으며 그들에 
게는 은혜가 더하도다 그러나 조 
롱하고 교만해 하는 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응벌이 있으며 하나님 
외에는 어떤 동반자나 구원자도 
찾지 못하리라 

174. 백성들이여 주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증언1>이 도래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광명2>을 
주고자 함이라 

175. 또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동아줄을 붙잡는 자들을 자비와 
은혜속에 들어가게 하여 을바른 
길로 인도하리라 

176. 그들이 그대에게 질문하리 
니1> 대답하여 가로되 상속받을 자 
식이나 부모를 두지 않했을 경우 
만일 자매만 남겼을 때는 그 자매 
에게는 그가 남긴 것 가운데 절반 
을 상속받으며 아이를 남기지 못 
한 여성이 있을 경우 그녀의 형제 
가 그녀의 유산을 상속받으며 만 
일 두 자매가 있다면 그 둘에게는 
남긴 것 가운데 삼분의 이를 가지 
며 남매와 자매들이 있을 때는 남 
매는 자매의 두곱을 가지도다 이 
처럼 하나님은 너희에게 율법을 
설명하셨으니 하나님은 모든 일에 
만사형통하심이라 

174-1) 선지자 무함마드 
2) 꾸란 

176-1) 유산을 물려 받은 부모와 자식(Khalila)을 두지 않고 임종할 경우 

화해^ 
© 떼；與P 

必;^次^ 逆^셋能 
級。此巡 Q3IS的起於錄 5 

© 必 

犯섰致鄕辨 
必 밖!S沒染 

생人와必u》ᅬI 賊 
뼈^《技公“必2 

以고;雜匕따雜技1■고j巧 
低^I때起⑪K 必※;^1 

© 以양표피과文以하쑈I 起s닛5혔I 

因■編^^^^^炎^*^^별顯_班■텔段 繼^繼■織■困^，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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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까라ᅥ，「니싸ᅥ 또「안팔j 장과 마찬가지로 이슬람법「사리아ᅥ 를 자 

세히 설명하고 있으며，한편으로는 교리 및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에 

관계되는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유대인들이 모세를 통하여 

계시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기독교인들이，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라 하여 삼위일체설을 주장함으로써 창조주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죄를 낳게 된데 대하여 이슬람이 창조주의 진리를 입증하여 주고 있 

다. 모든 의무를一그것이 인간 사회에서 해야 할 의무 또한 신성한 신 

의 세계를 향한 의무이건 간에•一그 모든 의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하 

면서 본 장이 시작된다. 그래서 때로는 음식에 관한 규정을 제1~6절 

사이에서 제시하고, 몸을 깨끗이 하고 거래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 신 

앙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는 것을 제7〜12절에서, 만일 유대인과 기독 

교인들이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과의 성약을 위반한다면 그들이 경 

고를 받게 된[f는 것을 제13〜29절 사이에서，카인에 의한 아벨의 살 

인을 예로 들어 정직한 인간이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때 

도 있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벌이 필연적이므로 정직한 인간은 슬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30〜46절 사이에서，무슬림은 편견이 없는 정의를 실행하되 

그러나 형제애와 믿음은 어떠한 모욕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보호해야 

하며，무슬림은 항상 경건하고 겸허하며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선을 

실천할 것을 제47〜89절 사이에서，무슬림은 항상 허락된 모든 일용 

할 양식을 이용하고 감사하되 낭비해서는 아니 되며 욕설과 음주와 

도박과 어떤 형태의 미신적 행위와 허위와 위조와 위증은 허용 될 수 

없다는 것을 제90〜111절 사이에서，예수가 행한 기적에 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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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112~120절에서 언급되고 있다. 

본장의 명청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에게 그들의 만찬을 위해 하늘 
로부터 식탁을 내려 달라고 요청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 
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3권.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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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자비^우시고 자에^우신 
^나님의 이름으로 

1. 믿는자들이여 모든 의무를1》 
다하라 모든 가축들이 너 회 들의 양식 
으로 허락되었으되2> 순례상태로 

성역에 있을 때 사냥은 금기라3 *> 
실로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지배하시니라 

2. 믿는자들이여 하나님의 상징 
을1> 욕되게 하지 말것이며 성스러 
운 달을2> 범하지 말며 제물과 목 
걸이를 자랑하지 말며 주님의 은 
헤를 받고자 하람사원으로 가는 
사람들을 방해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순례복을 벗을 때는 사냥 
이 허용되니라 또한 너희가 하람사 
원에 들어감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 
나 그들을 증오하거나 공격하지 말 
고3> 정의와 신앙을 위해 서로 협 
동하라 

1- D 의무라 함은 인간과 창조주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약속 의무를 말한다. 한편 끼브느 
압바스』는 창조주께서 꾸란이 허락한 것과 금지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 풀이하고 있다<사프 
와트 타파씨르 제3권. p.5). 

2) 낙타, 소，양 둥 본장에서 금기하지 아니한 것은 허용된다는 의미다. 한편 죽은 짐승, 짐승의 
피，돼지고기 등은 금기이다. 

3) 「후르문ᅥ 즉 ① 성역안에 있거나 ②「이흐람j 상태에 있을때는 사냥이 금지되어 있고 또한 사 
냥에서 잡은 짐승도 사용해서는 않된다(제5장 97-98절 참조). 

2- 1)「사파』와 계•르와』동산은 하나님의 상징이라 불리우고 있다. 여기서는 그 상징이 순례와 관 
계되는 것으로 
① 장소 즉 그ᅡ파』와「마르와』동산, 카으바 신전，아라파트 
② 예식과 그 기간 

③ 금기(무슬림의 사냥금기) 

④ 시기와 계절 등을 말한다(제2장 158절，2장 194-200절 참조). 

2) 성스러운 달이란 성지순례하는 달을 포함하여 다음 4달을 말한다. 라잡(7월), 둘 까으다(11 

월)，둘핫지(12월)，무하르람(1 월) 4개월은 성스러운 달로써 전쟁이 금지되어 있다(4장 36절 
참조). 

3) 이슬‘역 6년 이교도들은 무슬림들에 대한 증오와 확대로서 무슬림이 하람사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후 무슬림들이 데카를 회복했을 때 소수의 무슬림들은 그들 이교도들에 
게 보복을 하고자 하였으며 그들과 함께 순례를 하는 것도 제외하려 하였다. 이에 하나님께 
서 계시를 내리며 경고하였으니 악을 악으로、중오를 증오로 보복해서는 아니되며 진리와 신 
앙을 위해서 악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슬람의 일반원칙이다. 

◦사 I 쇄나 U-今 

次必5피 i ⑶V與歌必하激 
技獻多歎必擊향仏황 

① i與後 

終 雜김邊5爲劉必花映 
以此此회 S1W 與i싫接仏 

地爲^分;敎^U與技쌌i效 
쌨多쑈 e物與齡多沒때按 

® 너至고" 乂닛、드입 장어bl 냥君I，남도i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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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죄악과 증오에는 협조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께서 엄한 벌을 내리실 것이라 

3. 너희에게 허락되지 아니한 것 
이 있으니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 
고기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잠은 
고기가 아닌 것1ᅩ 목졸라 죽인것과 
때려서 잠은것과 떨어져서 죽은것 
과 서로 싸워서 죽은것과2> 다른 
야생이 일부를 먹어버린 나머지와 
우상에 제물로 바쳤던것과3> 화살 
에 점성을 걸고 잡은 것이니거늘4> 
이것들은 불결한 것이라 오늘 믿 
음올 거절한 자들이 너희의 종교 
를 체념하나니5〉너희는 그들욜 두 
려워하지 말고 나만을 두려워 하 
라 오늘 너희를 위해 너희의 종교 
를 완성했고5 6 7> 나의 은혜가 너희에 
게 충만하게 하였으며 이슬람을 
너희의 신앙으로 만족케 하였노라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이라 할지 
라도 죄악에 기울이지 아니한 자_7) 
하나님의 관용과 자비를 받을 것 

이라 

私나 |於>心例 

«典：3少 
路次#?ᄄ述^ 

4. 허락된 것이 무엇이냐 그대에 
게 묻거든 좋은 것들이라 말하라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육 

紙J학값상：效?棟比 藏聲 
氏與知《雜效I彩 ^ 

3-1) 제2장 173, 174절 해설참조 : 죽은 고기，피，돼지고기, 우상숭배로 제단에 바친 , 
2) 목졸라 죽은고기’ 때려서 잡은고기’ 떨어져서 죽은고기，서로 싸워서 죽은고기는 피가 응결되 
기 때문에 부패성이 있다. 그러나 그 동물이 살아있을 경우에는 그 피는 살아있는 혈구이므 
로 이슬람 도살법(하디쓰 40선 해설. 최영길. P-74 참조)으로 도살하■면 허용된다. 

3) 우상에 바쳤던 음식은 물론 제사 지냈던 고기, 고사를 지낸 고기 등을 의미한다. ᅱ 、 
4) 이슬람에서는 어떠한 종류를 막론하고 도박, 내기，투기，복권등은 금기이다. 제2장 291절 참 

5) g슬람 초기에 불신자들 및 이교도들은 자기 공동체의 법률로써 이슬람을 배우는 신앙인들 
홀 약하게 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슬람공동체가 형성된 후 그러한 이교도들의 기대는 사라졌 

다. 
6) 이슬람■법(샤리아) 
7) 그러나 생명올 구하기 위해서 또는 기아 상태에서 오는 죽음으로부터 구제되기 위해서 또는 
고의적이 아닌 실수에 의해서 금기된 고기를 섭취했을 경우 용서가 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 
다(샤프와트 타파씨르 제3권. 分7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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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동물이 너희를 위해 사냥하여 
온 것도 허락된 것이거늘 이는 하 
나님이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라니 
하나님의 이름을 염원하고 하나님 
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계산에 
빠르시니라 

5. 오늘날 너희에게 좋은 것들이 
허락되었으니 성서를 받은 자들의 
음식이 허락되었고1> 또한 너희의 
음식도 그들에게 허락되었으며 믿 
음이 강한 순결한 여성들이며 그 
대 이전에 성서를 받은자들의 여 
성들도2> 너희가 그녀들에게 지참 
금을 지불하고 그들과 화목하게 
살때는 허락된 것이거늘 간음을 
해서도 않되며 내연의 처를 두어 
서도 아니되나니 믿음을 부정하는 

자는 누구든 그의 일이 공허하게 
되며 내세에서 손실자가 되니라 

6- 믿음을 가진 자들이여 예배드 
리려 일어났을 때 너희 얼굴과 두 
손을 팔꿈치까지 씻을 것이며 머 
리를 쓰다듬고 두 다리를 발목까 

勤조細 愁gp 必此’,;피 
© 

、與|起版與比?성벴移域 f 
여!;쇄‘心오方■明必 
，炎，。했齡 <해“ 

갰고£攻/心各고在 

在L꾀 EJJJI 敗녀域I 

多©《右以匕江(닭더 J!々名往J&g 

4- 1) 도살하는 이슬람 도살법은「바쓰밀라』，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을 암송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창조주가 주신 짐승이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또한 그 짐승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귀의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길들인 짐승이 잡은 고기는 어떻게 해 
석되어지는가? 이슬람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길들인 짐승이 사냥한 고기는 허 
용되나 다음 사항에 준해서이다. 一 
첫째는 주인이 사냥하도록 짐승을 훈련시킬 때 단순한 주인의 식욕이나 어떤 사냥의 오락으 
로 길들여진 짐승이 아니라 주인의 식량으로 사냥 하도록 길들어져야 하며, 

둘째는 길들인 짐승에 의하여 쫓기는 사냥감에 대해「타크비르」즉 “알라후 ᆻ■크바르” (하나 
님은 가장 위대하시다》라고 암송해야 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The Holy Quran, Text, 

Translation & Commentary, Yusuf Ali p.241) 길들인 짐승이 사냥하여 사냥된 짐승일부 
분이라도 먹었다면 그것은 다음 하디스에 근거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너희가 길들인 사냥개를 보내어 그 사냥개가 사냥을하여 먹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양식으로 
하되 그 사냥개가 일부분을 먹었을 경우는 음식으로 취하지 말라拜 

5- 1) 짐승을 식용으로 도살하는 방법은 이슬람이나 기독교 및 유대교가 엄숙하게 창조주에게 경 
의를 표시하고서 도살한다는 점과，이교도들이 제단에 을리기 위해서 잡은 고기를 먹xj 全■는 
다는 것은 기독교와 일치하고 있다(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사도행전 15장 20절). 

2) 이슬람에서는 성서의 백성들，즉 기독교인 및 유대인들과의 사회적 일상거래는 물론 결혼까 
지도 허용된다. 한편 무슬림 여성은 무슬림이 아닌 남성과는 결혼하지 않는다. 무슬림의 여 
성이 무슬림이 아닌 남성과 결혼함으로써 무슬림 여성의 윤리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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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닦을 것이니 너희가 또한 불결 
하였다면 깨끗이 하라1> 또한 너희 
가 병중에 있거나 여행중에 있거 
나 화장실에 다녀왔거나 여성을 
만졌는데 물을 찾지 못했을 때는 
깨끗한 흙위에 따얌뭄을 하고2> 너 
회 얼굴과 두 손을 씻으라 하나님 
은 너희가 곤경에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나 너희 자신들을 청결케 
하고자 하심이라 그분의 은혜를 
너희에게 충만케 하려하시매 너희 
는 감사해야 되노라 

쇼브=> 합在文호피대교 
各고fi 고상다公되々y[士^ 

次!;^於劉公與I 

此1、以匕均與必•보多그與 

7. 하나님의 은혜를 염원하고 너 
회에게 약속한 성약1>을 염원하라 
만일 너희가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였습니다 라 
고 말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 하라 
하나님은 너희 심중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스々心心J炎나1 값映!; 
빠다쳐r公녀나 

8. 믿는자들이여 정의에 의하여 

입증할 것이며 하나님을 위하여 
공정한 증인이 되라 타인에 대한 
증오로 공정을 잃어서는 아니되나 

光次쇼 잃5 

6- D 우두하는 방법은 다음과 갈다. 

① 니야(의도) 

② 비쓰밀라(비쓰밀라 히르라-호 마-니르라힘) 

③ 오른손부터 팔목까지 3번씻고 
④ 왼손 팔목까지 3번 
⑤ 입안에 물로 3번 양치질하여 내고 
⑥ 콧구멍 속을 물로 3번 씻어내고 
⑦ 얼굴 3번 씻고 
⑧ 오른발을 발목까지 3번 
⑨ 왼발을 발목까지 3번 씻는다. 

2) 따얌뭄은 우두(세수)나 구슬(목욕) 할 물을 발견치 못했을 경우 물 대신 깨끗한 모래，흙, 자 
갈，돌 등에 양 손바닥을 살짝 댄후 묻은 먼지를 털어버린 후 얼굴을 한 번 쓰다봄은 다음에 
손바닥으로 양손을 비비면 된다. 따얌뭄은 다음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① 물이 없을 경우 
② 병으로 물을 Af용할 수 없을 경우 

③ 추운 겨울에 물을 사용하여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7- 1) 이 성약은『미나」계곡 근처「아까바j에 있었던 백성들에 의한 약속이며 서약이었다. 헤즈라 
이전 14개월간의 성약이 있었고 그 이후의 성약이 있었으며 이 성약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충성의 성약이었는데 이는「모세」시절에「시나이」산 계곡 아래서 있었던 성약과 비교 
가 된다(2장 效절 참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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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죄를 씻어줄 것이며 강이 흐르 
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후 
불신한 자가 된다면 이는 바른길 
을 벗어나 방황하리라3> 

13. 그들이 그들의 성약을 깨뜨 
림으로 말미암아1> 하나님은 그들 
을 저주하였고2》그들의 마음을 거 
칠게 하였노라 그들은 말씀을 위 
조하고 느들에게 계시된 진실의 
말씀을 망각하고 있나니 너희는 
그들 가운데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위조됨을 발견하리라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고 관대할지 
니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는자를 
사랑하심이라 

14. 그들가운데 우리는 기독교인 
들이라 말하는 그들과도 하나님께 
서는 성약을 하셨노라1》그들은 그 
들에게 계시된 것을 망각하매 하 
나님은 심판의 날까지 그들 가운 
데 적의와 중오가 있게 하리라 하 
나님은 곧 그들이 행한 것을 그들 
에게 보여 주시리라 

功예私5心 以 

© ^)^11 화。(3그^ f쇼=之스 

섰與比G；期 淨路^다 

소)5W뇟;々상至5句 | 
:다> 抄성減;…;與화 
次사16 니必文0免必！; 

別 y쇼10广江^ 

신私 緣서換4 
匕，노^，多)니H jX三X山; 13) 파라오 멸망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안정올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 

여「삼j 지역의 아리하로 가라 하였다. 이 당시 이곳에는 오만하고 거만한 가나안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내가 그곳을 거주지와 안식처로 하였나니 그곳에서 성전하라 내가 너희 
로 하여금 승리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후 모세에게 명령하여 열두 장로를 선발하여 그들 
과 함께 가라 하였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 사람들을 보내 정탐하였더니 몸이 크고 
힘이 세고 갑옷으로 무장한 백성들올 발견하고서 도망하여 돌아와 그들 백성들에게 이야기 
하였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이 본 것올 누설하지 말라 하였는데 그들 가운데 두명 
올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 계약을 위반하였다(알카시:프 478/1). 

13-1)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푼 은혜에 크게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올 
낳았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오용하여 죄를 지었고, 

둘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메세지와 하나님의 목적올 망각하여 갔으며, |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새로운 이설올 만들기 시작하였다. 

I 2) 하나님의 은혜안에서 추방하였고 

L 14-1) 기독교인과의 성약은 예수가 그의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으로 그 제자들은「아흐마드』가 온 ! 

| 다는 성약올 받아들였다(꾸란 bd 6절 참조). 또한 요한복음 16장 沈절, 16장 7절에서도 이 
1 사실을 중명해 주고 있다. I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중거하실 것이요(15장 26절)”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자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타 내가 떠 
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H 

보내리니…(16장 7절)” 1 



제 5장 마이다: 15—18 180 故■앞 

15. 성서의 백성들이여1ᅭ 너희에 
게 하나님의 선지자가2> 오셨나니 
너희들이 성서에서 은닉했던 많은 
것과 설명되지 아니한 많은 것들 
을 밝혀 주리라 이렇게하여 하나 
님으로부터빛과 성서가3> 너희에게 
이르렀노라 

16. 그것으로u하여 하나님께서 
는 그를 따르는 자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니 그들을 암흑에서 광명 
으로 인도하사 바른길로 인도하시 
니라2) 

17. 하나님이 마리아의 아들 예 
수라1} 말하는 그들에게 저주가 있 
으리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벌 
을 막지 못하리니 그분의 뜻이라 
면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와 그의 
어머니와 세상의 모든 것이 멸망 
하게 되노라 천지의 권능이 하나 
님에게 있으며 그 사이의 삼라만 
상이 그분의 것이며 뜻이 있을 때 
창조하시니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시니라 

18.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이르 
되 우리는 하나님의 들이요1> 그 

c3예 
乂러版없文的41상 

技兵收고於^ 

仏 巧。物느必々 
빠빼여^그， 

©，쇼 V노}u必爲 

^ 在요，고;i 입 창々남 

射교松 A노‘i版》쑈 其도 
⑯ d 찌여。니쇄 

♦典鄭 多物나U ᄂ玄以 

15- 1)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여 
2) 최후의 선지자 무함마드 

3) 꾸란 

16- 1) 꾸란 
2)불신의 상태에서 믿음으로 인도하여 가장 곧바른 길인 이슬람으로 인도하라는 것을 의미한 
다. 

17- 1) 나사라 즉 기독교의 일파는 예수가 주님으로 오셨다고 말하과 어떤 파는 매시아가 곧 하나 
님이라 하며，어떤 파는 예수가 곧 하나님의 들이라 말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무 
리는 예수가 곧 하나님이요 o!들이라는 성부=성자=성신의 삼위일체설을 주장하는 무리 
도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4松/3). 

18-1) “하나님의 들” 욥기 38장 7절과 비교 :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 
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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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사랑받는 자들이라 하니 일 
러가로되 그렇다면 왜 그분께서는 
너희의 죄악에 대해 벌을 내리겠 
느뇨 너희도 그분이 창조한 인간 
이거늘 그분의 뜻이 있을 때 관용 
을 베푸시며 그분의 뜻이 있을 때 
벌욜 주시니라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 사이의 삼라 
만상이 그분의 것이거늘 모든 것 
이 그분에게로 귀의하노라 

19. 성서의 백성들이여1> 너희에 
게 선지자가 도래하였으니 선지자 
들 이후의 일들을 너회에게 설명 
하리라 이는 너희가 복음도 경고 
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하지 않도록 함이라 실로 복음 
과 경고가 너희에게 도래하였으니2》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시 
니라 

20. 모세가 그의 백성에게 이르 
길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라 그분은 너희 가운데 예 
언자들을 보내어1> 왕들처럼2> 되 
게 하였으며 이 세상에서 어느 누 
구에게도3》주지 아니한 것을 너희 
들에게 주셨노라 

21.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너희에 
게 명령한 성역으로1> 들어가라 그 

梅 Q 段M球松巡 4媒? 
당心 A少혁《성言; 

©요々H我? 

G 務■路생义少◎與必향 
方技按셨免※以炎여與요必 

©했 t效h>地授與裝 

炎나_炎，화차別없 

셨 技典從炎 少爲炎잚免폐 
© (앞^的녕 

與技10,公紀^ 

19- 1)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여! 

2) 예수그리스도 이후 무함마드가 도래할 때까지의 枝0년간은 암흑의 공백기간이었다. 신앙은 
부패되었고 도덕과 윤리는 타락되었으며 허위와 위선이 범람하였다. 

20- 1) 이브라함，이삭，이스마엘，야굽 둥 예언자들을 말함 
2)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니 그들은 마치 왕들이 된 것 같았다. 

3) “세계가 다 네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중에서 내 소유 
가 되겠고…”(출애굽기 19장 5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달로써 창조주의 은총을 크게 받았던 백성 
이었다. 

21- 1) “성역”이라함은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가나안” 땅으로 해석되고 있으며，「바이다위」는 예 
언자들의 정착지였으며 믿는 사람들의 거주지였던「예루살렘」으로 풀이하고 있다(알바이 
와이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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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뒤돌아서지 말라2》그리하면 
손실자로써 전복되니라 

22. 이때 그들이 말하길 모세여 
그곳에는 폭군들이 있나니 우리는 
그들이 나갈때까지 그곳에 들어가 
지 않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나간 
다면 우리는 들어가리라 하더라n 

23.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 남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 
두 남자가 말하길 그들에게로 공 
격하여 들어가라 너희가 입성한다 
면 승리는 너희의 것이니라 하더 
라1ᅮ 그러나 너희들이 믿는 신앙 
인들이라면 하나님께 의존하라 

24. 그들이 말하길 모세여 그들 
이 그곳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들어갈 수 없나니 당신과 당신의 
주님이 가서 투쟁하라 우리는 여 
기에 앉아 있으리라 하더라1ᅩ 

25. 그가1> 가로되 주여 저 자신 

® 公激，:候必S效 

\妙犯 ◎。및立功。c法;^ 
與^^^ 

必炎떻乂料巧 bl;보!與 

◎故 ir ’dL 分射 

2) 폭군들이 무서워 돌아오지 말라는 뜻으로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 성역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그들은 그곳의 폭군들이 두려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였다(알타쓰힐 1/173). 

22-1) 모세가 백성들로 하여금 무화과가 풍성한 가나안땅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그 백성들은 모 
세의 인도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은 유산을 위해 성전하려 하지 아니 
했다. 오히려 그곳에 있는 적들이 나가면 들어가겠다고 하였다. 

幻-1) 가나안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모세의 백성가운데 두 남자가 있었으니 이들은 신앙과 용기로 
가득차 있었다. 바로「여호수아』와「갈리브」였다. 여호수아는 모세 통치 40년이후 모세의 후 
계자가 되었다. 이들 두 남자는 서둘러 가장 적합한 입구를 통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The Holy Quran. Text, Translatioin Commentary • Yusuf Ali. p.2편. 
No.726). 

24-1) 여호수아와 갈리브의 충고，계시에 따라 지시한 모세의 제안은 이들 군중들의 마음에 들지 
아니했다. 여호수아와 갈리브와 함께 동행했던 10명의 다른 남성들이 가나안에 세워두었던 
큰 우상들에 놀라 그릇되게 보고한 것으로 인하여 군중들은 크게 오해하고 편견을 하게 되 
어 오히려 군중들은 모세와 아론 그$고 여호수아와 갈리브에게 공공연하게 적대시하며 돌 
올 던지려까지 하였다. 

我-1) 모세 





다른 자손이 하나님은 정의로운 
자의 것은 받아 주시니라 하더라3> 

28. 네가 나에 대항하여 나를 살 
해하려 손을 뻗친다 해도 나는 너 
에 대항하여 너를 살해하기 위해 
나의 손은 내밀지 아니하리라 이 
는 내가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라” 

29. 나에 대한 죄악과 너의 죄악 
으로 네가 벌을 받게 되리니1> 너 
는 지옥의 주인이 되리라 이는 죄 
인들에 대한 보상이라 

30. 타인에게 오만함이 그로 하 
여금 그의 형제를 살해했으니1》그 
는 손실자 무리중의 일원이 되었 
더라 

31. 이때 하나님께서 한 마리의 
까마귀를 보내니 이 까마귀는 땅 
을 파고 형제의 시체를 묻는 방법 
을 그에게 보여주더라1ᄉ 이때 그가 

® 油 玉射향교我i 

占(※책;與^ 公j핫 
호 •銳到i•여 

©_士^r 교^^ 

句쑈잔했i 旧此책雄物피 
此爲 i혹t逆혀雜했남생^ 

3) 아담은 카인과 아벨의 두 자손을 두었다. 카인이 형이었고 아벨이 그의 아우였는데 아우인 
아벨은 그의 형인 카인에 비해 어떤일에 있어서이던 정직하였고 성실하였다. 카인은 오만 
과 질투로 아벨을 살해하였으니 카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써 기독교인 중에는 카인을 기독 
교에 대항하는 전형적 유대인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유대인은 예수를 살해하려함으로써 기 
독교인들을 말살하려 하였다. 마찬가지로 한 핏줄을 이어받은 샘족인 무함마드에 대하여도 
그러했다(창세기 4장 3-12절 참조). 

28- 1) 아벨은 카인보다 힘이 더 강하였기 때문에 카인이 아벨을 살해하려 했을 때 카인을 살해할 
수 있었으나 아벨의 형제를 살해한다는 것은 죄악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하였기 
때문에 카인에게 대항하지 아니했다고 전하여지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3권 다17). 

29- 1) 내가(아벨) 당신(카인)을 살해 하는 것 보다는 당신이 나를 살해하는 편이 저에게는 더 낫 
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인자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의로운 자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알바흐르 463/3). 

30- 1) 질투와 시기로 카인은 그의 아우 아벨을 살해하고 말았다. 

31- 1) 하나님은 까마귀 한 마리를 보내어 그 까마귀로 하여금 그의 부리와 발톱으로 땅을 파 살인 
자 카인으로 하여금 그의 아우 아벨의 시체를 매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한편「무자 
히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아담의 자손으로는 최초로 살해되었기 때문에 그 시 
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방법을 몰라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마리의 
까마귀를 보내어 그 둘이 싸워 한 마리가 살해되자 살아남은 까마귀가 부리와 발톱으로 땅 
을 파고 죽은 까마귀를 매장하도록 함으로써 카인은 죽은 아벨의 시체를 매장하게 되었다 
고 전하여지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3권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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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슬프도다 내가 이 까마귀처럼 
내 형제 시체를 매장한단 말이뇨 
라고 말하며 후회로 가득차더라 

32. 이런일로 말미암아1> 하나님 
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내 
렸나니 타인과 그리고 지상에 아 
무런 해악을 끼치지 아니한자 가 
운데 한 사람이라도 살해하는 것 
은 모든 백성을 살해하는 것과 같 
으며 또한 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 
은 모든 백성을 구제하는 것과도 
같다 하였으매 그리하여 선지자들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오셨 
노라 그후에도 너희 가운데 대다 
수는 지상에서 과오를 저지르고 
있더^2> 

33. 실로 하나님과 선지자에 대 
항하여 지상에 부패가 도래하도록 
하려하는 그들은 사형이나 십자가 
에 못박히거나 그들의 손발이 서 
로 다르게 잘리우거나1》또는 추방 
을 당하리니2ᅮ 이는 현세에서의 치 
욕이며 내세에서는 무거운 징벌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3요 

34. 그들이 범행에 들기전에 회 
개한다면 제외되나니 하나님은 관 
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35. 믿는자들이여 하나님을 두려 
워하고 그분께 가까이 하는 방법 

^ ‘41 故I背徒乂，學必此 

탁裝改 li띠占今仏公例 
從容.명V典성쌌落챘 

® 드遠의(교요 d 복 

냈應■段授I 
폐改요:■삐^ 

^ 與成^;솨쐰;起必 
d씼%산 必뇨셌雜接抄 

^ I쇼년요쇼)호보l 

ar회 g 입여必必g에親 

我-1) 카인과 아벨의 사건 그리고 그의 우 살인사건으로 말미암아 
2) 의로운 한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모든 백성을 살인하는 것과 갈은 것으로 이를 율법으로 금 
기하였으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올 살해하였다. 

33-1) 오른손과 왼발 또는 왼손과 오른발 
2) 국외 추방이라고「샤피」는 풀이하고,「아부 하니과」는 투옥이라고 말하고 있으며「이브누 하 
리르」는 국외추방으로 그곳에서 투옥되어야 한다는 견해다. 

3) 율법과 국가법을 모독하는 반역자에 대한 형벌로써 4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즉 ① 목 
을 자르는 사형，② 형틀에 못박혀 처형하는 것，③ 손발을 절단하는 형, ④ 추방하는 형의 
4가지 형사 체벌이 있다. 한편 고문은 제외되고 있다. 



을1} 강구하며 그분을 위하여 성전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리라 

36. 불신하는 자들은 만약 이 세 
상의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며 그 
것과 갈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심판의 날 그것을 바쳐 보상 
하려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수락되지 않을 것이며 고 
통스러운 벌만이 있을 것이라 

37. 그들이 지옥에서 빠져나가려 
하나 그들은 그렇지 못하리니 그 
들에게의 벌은 지속되니라 

38. 물건을 훔친 남녀의 손을 자 
르라 이는 그 두손이 얻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거늘 하나님은 
전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1> 

39. 그후 회개하여 모범이 되니 
하나님은 그에게 관용을 베푸시더 
라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40. 너희가 알고 있으매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안에 있으며 그 
분의 뜻에 따라 벌을 내리시고 원 
하는 자에게 관용을 주심이니 하 
나님은 모든일에 전지전능하시니 
라 

도뇨3心싫‘미;노싸닛덴성요I 

낫겠id必대抑나料勤能t 

—육公5상;法갈 d化3以多 
@ 했冷여；엑 接比:여 

義乂쓰 c:;i왜公典與 起 
© 성冬 ■儀 

與雄取雜心 _힛篇있왜; 

수》么I患토우玉그나冬，마々。◊好(1，그 
、ᅭ ® 

© 로一齡，삿雄網‘次沒;時P 

35-1) 하나님 율법에의 순종과 선의 실천 

38-1) 일반교회 법률가들은 물건올 훔친 죄인에 대한 벌로써 손목을 자른다는데 있어서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경범일 경우는 이 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가들의 견 
해이다. 한편 초범일 경우는 한쪽 손만 절단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로 이것은 다음에 
의거한 것이다. :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 
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올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 
라(마태복음 18장 8절). 한편 예수시절에는 십자가식! 못박혀 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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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지자여 서둘러 불신하는 
자들로 인하여 슬퍼하지 말라 그 
들이 말하는 우리는 입으로만 믿 
되 마음으로는 믿지 않나이다 하 
더라 그들은 우리는 입으로만 믿 
고 마음으로는 믿지 않나이다 말 
하며 유대인 가운데는 위선에 귀 
를 귀울이는 자들이 있고 그대에 
게 이르지 아니하는 다른 백성에 
게 귀를 기울인 자들이 있으니 그 
들은 말씀을 위조하몌> 말하더라 
이것이 너희에게 명령된 것이라면 
그렇게 하라 또한 그것이 너희에 
게 명령된 것이라면 수락하지 말 
라 하나2"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시련을 주시려 하실 때 하나님에 
대하여 이를 막을 어느누구도 없 
노라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 
들의 마음을 정화하려 하지 않으 
시니 그들에게는 현세의 수치요 
내세의 무거운 벌이 있을 뿐이라 

42. 허위를 귀담아 들으며 금기 
된 재산을 삼키는1》그들이 그대에 
게 오거든 그들을 판단하거나 그 
들의 요구를 부인하라 그대가 부 
인한다 해도 그들은 그대를 조금 
도 해치지 못하리니 그대가 판결 
할 때는 그들을 공평하게 판결하 
라 하나님은 공평하게 다스리는 
자들을 사랑하시니라 

43. 그들이 판결을 구하려 그대 
에게 오겠느뇨 그들은 구약을 갖 
고 있으며 그 안에 하나님의 규범 

然與士얏乳故 與—版 
소고노년에石거jiU 

必여必身被I: 炎與々 
收 생逆^ 

雄銳必나G 必;었 速섟 
시오!은향의녀 逆숀스公0 

細 d 겠公성公雜^ 物 
©，冬版-技다d;상i 

복캠}등우뇨과 (1>고 \ V'피 
알域ᄍ⑷故#J與，U起: 
起孤뺐션노^炎K 후고與£ 

빼 쐈삶必心;최效육多 
째 J 版뺑3 必노깊향 

41- 1) 구약에 있는 창조주의 율법을 변조한 것으로 투석형을 가죽태형으로 바꾼 것 등올 의미한 
다(알바흐르 488的》. 

2) 무함마드가 가죽태형을 명령할 때는 수락하고 투석형을 명령할때는 수락하지 말라<사프와 
트 타파씨르. 제3권 p.幻). 

42- 1) 금기된 재산이란 노동력올 제공하지 아니하고 취하는 고리대금，뇌물, 권력올 이용한 약자 
의 재산을 모으는 것등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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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지 않느뇨 그런 후에도 그들 
은 돌아서니 그들은 믿는자들이 
아니라 

44. 하나님이 구약을 내리사 복 
음과 빛이 그안에 있음이라 그리 
하여 이슬람을 믿는 예언자들은 
그것으로 하여 유대인들을 판결하 
였으며 율법학자들과 유대학자들 
도 하나님의 성서에 의존함이라 
그들은 그에 대해 증언자들이었으 
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1> 나 
를 두려워할 것이며 하찮은 대가 
로 나의 말씀을 매도하지 말라 했 
거늘 하나님이 계시한 것으로 판 
결치 못한 자 그들은 불신자들이 
라 

4夕雄흣소고松시，必5飛 L 

해忠려째兵 
物 七。與與과강i 

45.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여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코 
는 코로 귀는 귀로 이는 이로 상 
처는 상처로 대하라 했으니 그러 
나 자선으로써 그 보복을 하지 아 
니함은 속죄됨이라1> 하나님의 말 
씀으로 판결하지 아니한 자 바로 
죄인들이 라 

46. 하나님은 마리아의 들 예 
수로 하여금 그 이전에 계시된 구 
약을 확중하면서 그들의1> 발자취 
를 따르도록 했노라 또한 하나님 
은 신약을 계시하여 그 이전에 계 
시된 구약을 확증하면서 그 안에 

객 폭，빠녀光述 
的 IJ. 一孤一V 교淑^노 
넜切5、比※I多다 
최々出 0장다채一계었么 

@6;沙)다 

故대必；次^在必i的^與 
逆炎…公:，峰;%，。必: 
仏知此 G과느必石지與义 

©폐 

44- 1) 오늘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즉 구약은 많은 사실이 변절되었다. 그들은 창조주를 
두려워 하지 아니하고 인간과 그 통치자들을 두려워 했기 때문에 그들 목적에 적합하도록 
변절하였으며, 또한 모세에게 계시되었던 율법위에 역사와 전설과 시귀절이 첨가 되었다. 
꾸란에서 언급되고 있는 구약은 최초 모세에게 계시되었던 원본 대로의 구약(Torah)을 의 
미 한^• 

45- 1》의도적이 아닌 실수나 정신이상자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관 
용을 베풀어 일정한 보상내지는 순수한 관용으로 용서할 때 피해자에게는 더 큰 보상이 있 
다는 것으로「이브누 압바스』는 설명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522^1). 

46- 1) 예언자들 

I ^■繼^■■法■^^臣海，_80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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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與德技I必取典i必爲Ji 

地賊육고於財되; S생 
(표T患화 ^多관); 

!#\，細 炎錄逆 띠I 

복음과 광명을 주었으니 이는 복 
음이요 정의에 사는 자들의 교훈 
이라 

47. 그리고 신약의 백성들로 하 
여금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판결 
케 하라 했으니1>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판결치 아니한 자 그들은 죄 
인들이 라 

48. 하나님은 그대에게 그 이전 
에 계시된 것을 확증하고 증언하 
며 성서를 계시하나니1> 하나님이 
계시한 것으로 그들은 재판하되 
정의에서 벗어난 그들의 요구에 
따르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 각자 
에게 율법을 주었나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공동체를 형성 
케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분은 그 
것으로 너희를 시험하려 함이니 
선행에 경주하라 너희의 모든 것 
은 하나님께로 귀의하며 너희가 
달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밝혀 
주시리라 

49. 그대에게 계시한 율법으로 
그들을 재판하되1> 그들을 하나님 
이 계시한 바에 따라 재판했다면 
그들의 요구를 따르지 말며 하나 
님이 그대에게 계시한 것으로부터 
그들의 이탈함을 경계하라 만일 
그들이 배반한다면 하나님은 그들 
에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이 내림을 그대는 알 
라 실로 많은 무리가 불복하더라 

47- 1)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신약Onjil)올 계시하고 예수와 예수의 추종자들에게 신약의 
율법대로 심판하라 하였다. 

48- 1) 우리(하나님》가 그대 무함마드에게 의심할 바 없는 진리와 정의로써 꾸란을 계시하니라. 

49- 1) 그대 무함마드에게 계시한 꾸란의 율법으로 성서의 백성들을 심판하되 변질된 그들의 요구 
를 따르지 말라. 

必閣典見，必육혹於版 
쑈棟代。分巧兵恥從^ 
_淑않⑯的免방救 

。⑬형起技一今 숭。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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波賊■ 

50.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무 
지 시대의1ᅭ 심판이 아니겠느뇨 그 
러나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훌륭한 재판관이 어디 
있느뇨 

々士쇼외谷公5차!突々| 
© 길錄濟沒 

51. 믿는자들이여 유대인과 기독 
교인들을 친구로 그리고 보호자로 
써 택하지 말라 그들은 서로가 친 
구들이라 그들에게로 향하는 너희 
가 있다면 그는 그 무리의 일원이 
거늘 하나님은 이 우매한 백성들 
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니라 

52. 그들의 마음에 병이 들어 서 
두르는 자 있나니1〉우리에게 불운 
이 오지 않을까 두렵나이다 말하 
더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 
라 승리와2> 명령을 내리시니 그들 
은 그들 심중에 감춰둔 것을 후회 
하니라 

53. 믿는자들이 말하길 이들이 
바로 저희와 함께 하나님을 두고 
굳게 맹세한 그들로1》그들의 업적 
이 공평하여 손실자들이 된 그들 
입니다2> 라고 하더라 

54. 믿는자들이여 너희 가운데 
믿음을 배반한자 있다면1ᅮ 하나님 
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은 그 
분을 사랑하며 믿는 자들에게 겸 

향난쨘仏셌必쇼必雜 
▲☆與典섰兵;t系私切逆 

호넓技 t J그？f최초 公j公多 

物。f(逆⑶歌 양必용 
셌棟_었하切松$ 

©“!美次 

政以쑈 S爲難S銳⑩雜 
滿^’I 鄭與德操UV스 

50-1) 하나님 율법에 의한 심판이 아니라 이슬람 이전 암흑시대의 재판울 의미 

改-1) 압둘라 이븐 우바이아』와 그의 추종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의심과 위선으로 가득차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무리에게로 갔다. 

2) 메카의 불신자들에 대한 승리(알카샤프프 499/1) 

53- 1) =떤 현세적 이익이 엿보일때나 이슬람의 승리가 엿보일 때만 무슬림인척 행세하는 위선자 

2) 흙선자들 

54- 1) ᅳ진리의 종교를 이탈하여 다른 종교로 전환 하거나 믿음을 부정하고 불신하는자 있다면”라 
는 뜻으로 선지자 무함마드 시절 및 제1대 칼리프「아부 바크르 시디끼」시절에는「무싸이라 
마j 같은 배교자가 있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3권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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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在s逆^■해8면^■룹從gg하和弓器谷法^ 

손하고 불신자들에게는 강하며 하 
나님의 길에서 성전하고 어떤 비 
방자의 험담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을 오게 하시니라 그것이 바 
로 그분의 뜻에 따라 부여하신 하 
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은 지혜로 
충만하시니라 

55. 실로 너희의 보호자는1> 하나 
님과 그분의 선지자와 예배를 드 
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며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이라 

56.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와 
믿는자들을 보호자로 하는 자들만 
이 실로 하나님안에 있으며 그들 
이 바로 숭리자라 

57. 믿는자들이 여 너희 종교를 
조롱과 오락으로 하는 자들을1〉친 
구로 삼지말라 이들은 너희 이전 
에 성서를 받은 자들로 믿음을 배 
반했노라 너희가 믿는 자라면 하 
나님만을 두려워하라 

58. 예배의 부름에 그들은 그것 
을 조롱과 오락으로 간주했으니1》 
그들은 지혜가 없는 백성이었노라 

59. 성서의 백성들에게 일러 가 
로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에게 
계시된 것과 이전에 계시된 것을 

넜越》‘U (값與技必!必 

巧齡故以從; 起，想與 

必棟齡《고松兵 G 
® 6名녀!고내 

炎路必公: 려따했順I 

다3◎노;넣吹좌 G 색 6S玉 
® (1；^》고义占엑旧던然I; 

빕i 必⑴逆때고多;光細 

於I疏版 Gᄎ初 II明雄 
쑈잉 v版 뺐的匕과 

我-1) 무슬림을 위한 보호자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선지자와 올바른 믿음 
을 가진 신앙인들로 믿는 신앙인들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 
치며 항상 겸손하고 예의바론 사람이라고 묘사되고 있다. 

57-1)「라파아 이븐 제이드」와「쑤와이드 이븐 알하-리쓰j 는 이슬람에 귀의한 후 다시 위선자가 
되었으며 무슬림들이 이들 두 위선자들을 동료로 삼자 이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아쓰바-브 알누줄 일와-히드 P.114). 

我-1) 유대인들은 아잔 소리를 듣자 선지자 무함마드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말하길, “예언자들에 
게 없었던 어떤 것을 그대가 만들었느뇨? 가장 추한 당나귀 갈은 소리를 어디서 가져왔느 
뇨?” 라고 조롱하자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알바흐르 51兵신). 



믿는다 하여 우리를 배반하느뇨 
너희 대다수는 거역자들이라 

© i상향 

60. 일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그것보다 사악한 것을 일러주사 
하나님으로부터 벌이 있으리라 하 
나님의 저주와 분노를 초래하는 
그들과 그들 가운데 일부가 원숭 
이나 돼지로1》형상화 된 그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이니라 이들 
은 가장 나쁜 곳에서 올바른 길을 
벗어나 방황하리라 

61. 그들이1> 너희에게 우리는 믿 
나이다 라고 말하나 그들은 불신 
하여 벗어났으니 그들이 숨기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 
심이라 

62. 그들 가운데 대다수가 서둘 
러 죄를 낳고 증오하며 금기된 것 
을 삼키니 그들이 저지른 모든 것 
에 분명 저주가 있으리라 

63. 유대인의 성직자들이나 학자 
들은 그들 백성이 죄를 낳고 금기 
된 것을 삼키는 것에 대해 금지도 
않고 있으니 그들이 저지른 모든 
것에 분명 저주가 있으리라 

64.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손은 
묶여있어1> 그들의 손들도 묶여있 

效以如il成其# 述起，f必여 
必切^ 私I 

私》쑈桃於및와1도화& 巧 
©必의 

炎離 y與浴獻 與接延此 
©述-必射乂幻 技|거니%，述 

넜始;행效藏 

切接乂。成句其义松했m私 

於-1) 원숭이에 관한 해설은 제2장 改절 참조 
여기서 원숭이와 돼지는 풍자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올 배신하는 사람은 원 
승이와 같이 무법적이며 신앙에 충실하지 못하고 무질서에 탐닉하는 자를 돼지에 비유하고 
있다. 마태복음 8장 30-32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다. 

: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며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 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 보내소서 한대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 
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로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61-1) 위선적으로 이슬람에 귀의한 유대인들 

64-1) 종복에 대해서 하나님을 양식을 베푸심에 인색하며， 
■•마글룰라”는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쥐고 있어 인색하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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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말하니 그들이 말하는 것에 저 
주가 있을 것이라 그러나 그분의 
두 손은 펼쳐져 있어 원하는 자에 
게 양식을 주시니라 주님으로부터 
그대에게 계시된 것은2》분명 그들 
대다수에게 거역함과 불신을 증가 
하리니 하나님은 그들을 적대시하 
며 심판의 날까지 증오하리라 그 
들이 불을 질러 싸움을 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은 불을 끄시도다3》 
그들은 지상에서 해악을 낳으나 
하나님은 해악자들을 사랑하지 아 
니하시니라 

65. 성서의 백성들이 믿음을 갖 
고 정의로웠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들의 죄를 속죄하고 그들로 하 
여금 천국에 들게 하였으리라 

66. 그들이 구약과 신약과 그들 
주님이 계시한 것을 준수했다면 
그들은 그 이상의 참된 진리를1그 
맛보았을 것이라 그들 가운데는 
올바론 길로 향하는 무리도 있었 
으나2>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을 사 

악의 길을 따랐더라 

67. 선지자여 주님으로부터 그대 
에게 계시된 것을 전하라 하니 그 
렇지 못함은1> 그분의 메시지를 전 

■以;位:好起以其從必， 
，的歡⑶욕故‘있I: 
例 j 父®험■와 
與必 SG益했dig，成麻^ 

©必^;與效， 

占설必，^^此^^鄕 
희^려；벴 疏敬짯 

©心與^t次; 域錄^明 

淑射여制。^^인 
2) 꾸란 
3)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항하여 전쟁을 하려할 때 마다 하나님은 그 전쟁에 대한 위선자와 불 
신자들의 도전을 막아주시니… 

於-1) “그 이상의 참된 진리”란 물질적 행복과 정신적 행복올 참된 진리로 풀이하였고 원래 이 절 
이 갖고 있는 언어적 해설은 “그들 위로부터 그리고 그들 발밑으로부터 그들은 섭취하느니 
라”이다, 여기서 “그들 위로부터”가 의미하는 것은 정신적 진리 또는 내세적 행복으로 “그 
들 발밑으로부터”는 물질적 행복 또는 현세적 행복으로 풀이된다. 

2)「압둘라 이븐 쌀람「나좌씨』，「쌀만」 

67-1) 선지자 무함마드에 관하여 「이브누 압바스」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의 메시지를 보냈을 때 나는 그것을 수행하지 못할까 걱정을 하였는바 사람들중에 나 
를 거짓장이라 부정하는 무리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라고 하자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풀 
이되고 있다(아쓰바브 알누줄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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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深，參深雜每雜空效經»용無휴 

©⑯獻 kf必장 

■I섰않義)攻뇌화 0數효 
■휀篇故與版뱌•넜鄕 
炎X敎與양句切 괜0雜않 

© 均多，※VK多S 

하지 못한것이라2> 하나님은 무리 
로부터 그대를 보호하시나 신앙이 
없는 백성들은 인도하지 아니 하 
시니라 

68. 일러가로되 성서의 백성들이 
여 너희가 구약과 신약과 너희 주 
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을 준수할 
때까지 너희는 아무런 인도됨을 
받지 못할 것이라 주님으로부터 
그대에게 계시된 것이1> 분명 많온 
무리에게 적의와 불신을 증가시키 
나 신앙이 없는 무리를 보고 슬퍼 
하지2> 말라 

69.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과1> 유 
대인과 사비 사람들과2> 기독교인 
들이3> 하나님과 내세를 믿고 선행 
을 실천할 때 그들에게는 두려움 
과 슬픔이 없노라 

70.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성약을1> 하사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냈으나 선지자가 그들에게 올때 
마다 그들의 무리는 거역했고 그 
들 가운데의 무리는 부정했고 그 
들 가운데 무리는 살해하였더라2> 

2) 주님께서 그대에게 계시한 모든 것을 전하라. 만일 그 가운데 일부라도 숨긴 것이 있다면 
그대는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것과 같으니라<알꾸르뚜비 24公任). 

68-1) r압바스』는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꾸란으로 풀이하고 있다. 

2) 예언자 무함마드를 위로하는 절로 슬픔올 금기한 것은 아니라고 풀이되고 있다<알꾸르뚜비 

476/10). 

09-1)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믿는 무슬림들 
2) 별들을 숭배하던 기독교의 일파 
3) 예수를 따르는 이들 

70-1)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선지자에 대한 믿음 
2) 2장 所절과 해설 참조 

iSj고하“達—^必5 系i(포교j fci多' 在! 

難終짰“終샜疏鄭?必 

빼軟賊政廢與5從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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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아무런 시련이 없으리라 생 
각하고 그들은1》눈을 감고 귀를 
막더라2》그후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용올 베풀었으나3》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지금도 눈을 감고 귀를 
막으니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72. 하나님이 마리아 아들을 메 
시아라 말하니 그들은 분명 불신 
자들이라 메시아 가로되1> 이스라 
엘 자손들이여 나의 주님이고 너 
회의 주님인 하나님만 경배하라2>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의 천국을 금하시고 불지옥 
을 그의 거주지로 하게하니 죄인 
들에게는 구원자가 없노라 

73. 하나님이 셋중의 하나라1> 말 
하는 그들은 분명 불신자라 하나 
님 한분 외에는 신이 없거늘 만일 
그들이 말한 것을 단념치 않는다 
면 그들 불신자들에게는 고통스러 
운 벌이 가해지리라 

⑷쑈此및旧雜起接셋接占 
必 ^ _技技^^必^^ 

萬移效“必物起*쇼成第故 

환②임노“^ 요고技於1 유4，고 
職넜此必:述 A 잃浴 

회此i亡; 

雄계淑冗，述 
|難■펴 ■해■切m 

©篇雄% 

71- 1) 이스라엘 자손들은 선지자들을 거역하고 살해하고서도 그들에게 무런 재앙이 없으리라 
생각하였다. 

2) 해악을 퍼트리며 복음에 눈올 돌리고 진리의 소리에 귀를 막는다. 

3)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었으나(알꾸르뚜비 248/6) 

72- 1) 예수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경배함에 소홀히 하는 백성과 또한 유혹하는 사탄올 
비난하고 있다. 

: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 
만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마태복음 4장 10절) 

또 예수는 자기를 훌륭한 주인이라 부르는 한 통치자를 나무랬으니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누가복음 18장 19절》 
또 예수는 창조주의 유일성을 말하고 있다. 

: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라 
(마가복음 12장 29절) 즉 삼위일체설율 부정하고 있다. 

2) 예수가 어렸을 때 최초로 한 말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말했을 뿐 “내가 하나님이요” 또 
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지 아니했다. 실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성서를 주시고 나를 예언자로 하셨도다”(이브누 카씨르 536/10) 

73- 1) 하나남은 ᅲ누쓰뚜리야』와 F말리카니야」그리고「알라」셋 신중의 하나라 말하는 나사라의 일 
파가 있고，하나님과 예수와 마리아의 합일이 하나님이라 표현한 무리가 있었고, 성부=성 
자=성신 곧 삼위일체설로 하나님을 보는 견해도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3권 pi36 참 
조). 

理陶^^^^^^^^^^雜■■■■■避■雜致빼^^^因深^_■，■强^，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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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왜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 
| 지 아니하며 용서를 구하지 않느 
! 뇨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 
- 하니라1ᅭ 

75. 예수는 마리아 아들로써 선 
지자일 뿐 이는 이전에 지나간 선 
지자들과 같음이라 그의 어머니는 

■；! 진실하였으몌》그들은 매일 양식 
을 먹었노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가를 보고 
그들이 어떻게 배반하는가를 보라 

乳반소넣&攻패;的彩■與 
⑷雄棟起、 

76. 일러 가로되1ᅩ 너희는 하나님 
이 아닌 손실도 이익도 없는 것을 

| 경배하느뇨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알고 계시니라 

£도상分석유iK—切 

77. 일러 가로되 성서의 백성들 
이여1> 너희 종교의 사실외에는 과 

1 장하지 말며2> 이전에 과오를 범한 
| 무리의 공허한 욕구에3ᅩ 따르지 말 

라 이들은 많은 것을 방황케 하였 
고 또한 스스로가 옳은 길에서 벗 

| 어났노라 

뒤必典^해과 
쑈어사瓦遊分與班 

© (고多 시우 혓그il고多감보j 

1 78. 이스라엘 자손가운데 믿음을 
배반한 자들은 다윗과 마리아의 

1 아들 예수의 혀를 통하여 저주받 

강느따쇼’取路쇼셋^ 
© 冗챘今起！과,逃잇多々 々그 

j 74-1) 그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하며 은혜를 베푼다고 바이돠위j 는 풀이하고 있다• 

1 75-1) 마리아는 그녀가 하나님의 어머니라 말하지 아니 하였고 그의 아들이 하나님이라 말하지 
| 아니 하였으니 마리아는 진실했다. 

1 76-1) 예언자 무함마드여 백성들에게，“너희는 너희에게 이익도 줄 수 없고 손실도 줄 수 없는 것 
1 을 숭배하려 하는가?”라고 말하라(사프와트 타과씨르 제3권 p.37). 

77-1)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여! 

2) 예수가 신이요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기독교인의 무리나,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간음에서 탄생한 아들이라 말한 유대인의 무리처럼 과장하지 말라(알꾸르뚜 

비 ^2/6). 

3) 최후의 예언자가 도래하기 전 선조들의 방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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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더라1> 그들은 거역했고 죄악을 
범했기 때문이라 

79. 그들은 그들이 저지른 사악 
을 단념치 아니하니 그들이 저지 
른 것에 저주가 있으리라 

80. 그들 가운데 다수가1》불신자 
들을2> 보호자로 택한 자들을 보리 
니 그들 자신들이 저지른 것에 저 
주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 
에게 분노하시니 그들은 고통속에 
서 영생하리라 

81. 그들은1》하나님과 예언자와 
그에게 계시된 것을 믿었어야 했 
고 그들은 또한 그들을 보호자로 
택하지 말아야 했거늘 그러나 그 
들 다수는 거역하였더라 

82. 그대는 믿는 신앙인들에게 
대적하는 이들을 유대인과 이교도 
들 가운데서 발견하리라 또한 그 
대는 우리는 기독교인들이요 라고 
말하며 믿는 신앙인들에게 사랑을 
표시하는1) 그들을 발견하리니 이 
는 오만하지 않는 성직자들과 배 
움에 열중하는 학자들이라 

대匕에;：%效혀浴料效技 
於니셔…以淑與;u以切 

ᄂ々I〔1(今고，必1V 
次우화 •免此^ 

銳쇼#;보Mi犯내 
以治、⑶投端抄; 

닉☆。하孤—收心被 
i寒延®各4今J父^ 

©i述聲생 

78-1) 다윗의 시편에는 사악한 자들에 대한 저주의 구절들이 있다. 

시편 109장 17ᅳ18에서，“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 
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 
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또 시편 18장 22-22에서 ; “그러므로 여호 
와께서 듣고 노하심이여 야곱을 향하여 노가 명령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 

80- 1) 유대인중에 많은 무리가 
2) 최후의 선지자와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인들을 불신한 자들로 카아브 이븐 아쉬라프』와 그 
의 추종자들을 일컫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3절 p.38). 

81- 1) 유대인들 

82- 1) 믿는 신앙인들에게 사랑을 표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 
라 무슬림의 진가를 인정하는 성실한 기독교인을 의미한다. 즉 무슬림 피난민들이 메카 이 
교도들의 박해를 피하여 온 이들에게 아비시니아 백성들이 베풀어 주었던 사랑을 말한다. 

이들 아비시니아인들이 무슬림 피난민들에게 말하길 “우리가 기독교인임은 사실이요 그러 
나 우리는 여러분의 견해를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들임을 알고 있습 
니다”라고 하면서 사랑으로 맞아 준 이들올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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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그들이 선지자에게 계시된 
1 것을 들을 때 그들의 눈들이 눈물 
1 로 가득차는 것을” 보더라 이는 
5 그들이 진심을 알았기 때문이라 

주여 우리는 믿나이다2ᅭ 라고 말하 
며 순교자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 

i 소서 라고 하더라 

84. 우리는 하나님과 저희에게 
계시된 진실을 믿으매 무엇이 막 
으리요 저희는 선량한 백성들과 
함께 천국감을 주님께 바라나이다 

85.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u 보 
상을 주시나니 이는 아래에 강이 
흐르는 천국이라 그들은 그곳에서 
영생하니 그것이 선행을 행하는 
자들을 위한 보상이라 

86. 그러나 말씀을 불신하고 거 
짓하는 자들은1> 지옥이 그들의 것 

I 이라 

87. 믿는자들이여 하나님이 너희 
에게 허락한 것을 금기하지 말며1> 
범주를 벗어나지 말라 실로 하나 
님은 범주를 벗어난 자 사랑하지 
아니 하시니라 

88.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한 
1 양식을1> 먹되 하나님을 두려워 하 
i 라 너희는 믿는 신앙인들이라 

分^C我j述犯此犯^的 1 
技^사如쇼나券 1 

막노抄과)谷t 一取그爲占했縱 
©其과와敗 

;군빼■接典與다亂被효 

©々대라%士 M 松!;候被; 

少技1約匕바3與넷때해 ■ 
©려|버淑跡빼 

〜5此"，%렀요與도氏！典 

投-1) 이 절은 백성들에게 자으파르 이븐 아비 딸림」이 꾸란의 말씀을 낭송했을 때 그 진리를 깨 
닫고 그들의 눈이 눈물로 가득찼음을 얘기하고 있다(이브누 카씨르 539/1). 

2) 주여! 당신의 예언자와 당신이 보내주신 성서를 믿나니 

85- 1) 그들의 믿음과 진리에 대한 그들의 신념과 실천. 

86- 1)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최후의 예언자 무함마드의 도래를 조롱하는 자들. 

87- 1) 따브리』가 마크라; 를 인용한 풀이에 따르면 선지자 무함마드의 동료들 중에 일부 사람들 
은 아름다운 의상이나 맛있는 고기 및 여성에 대해 멀리하려 하였다. 이에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보고 있다<알타쓰힐 p.186). 

88- 1) 모든 할랄(허용된 것) 음식과 여성 그리고 그밖에 허용된 모든 것 



89. 하나님은 너희 언약보다는 
너희의 의도와 마음을 계산하시니 
라 그와 속죄로써 열명의 불쌍한 
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라 이는 너 
희 가족들이 먹는 음식이라 또한 
그들에게 입을 옷을 주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도 되나니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삼일간1》단 
식을 하라 그것이 내가 언약한 속 
죄이니라 그러나 너희 언약은 지 
최야 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 계 
시한 하나님의 말씀이니 너회는 
감사하라 

90. 믿는자들이여 술과 도박과1} 

우상숭배와2> 점술은3> 사탄이 행 
하는 불결한 것들이거늘 그것들을 
피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리 
라 

91. 사탄은 너희가운데 적의와 
증오를 유발시키려 하니 술과 도 
박으로써1> 하나님을 염원하고 예 
배하려 함을 방해하려 하도다 너 
회는 단념하지 않겠느뇨 

92. 하나님께 복종하고 선지자께 
순종하며 악을 경계하라 너희가 
배반한다면 선지자의 의무는 단지 
말씀을 전함에 있노라 

貧知호典次姑a고/빼낮신別 

호히笑多i나家P多요名冬、G☆生내고노 
敬^j：성1逆 

i■峰？誠쑈炎域敢화; 炎예 
◎ 쑈책從 생 

쌌與 V比장그々요쳇吸取必짯凝 
©⑬책화，威^ 

抵齡j成錄逆 g 쳐與 均 
於，스요應多夕^屬;；切 

® 雜科 

强，逆錄邊“犯男，從 I與요 
® 향，腦狀 

89- 1)「하니과』와 1한발리』는 3일간을 연속해서 단식해야 한다고 풀이하고 사피ᅪ 와 f말리키j 는 
연속할 의무는 없다고 풀이하였다. ^다브리」는 어떻게 단식을 하였던 간에-연속해서 단식 
하던 또는 그렇게 아니하던-보상이 있다고 해석을 붙이고 있다(사프와트 타과씨르 제3권. 

1x42). 

90- 1) 취하게 하는 모든 술과 도박이 이슬람이전 무지의 시대에 성행하였다고「이브누 압바스j는 
풀이하고 있다<제2장 219절 참조). 

2) 안-싸브 : 제물을 바치던 돌 제단들 
3) 화살을 이용한 점성술 

91-1) “술과 도박은 2가지를 크게 해치게 되니 현세와 내세를 해치는 것”이라고 r아부 하이얀』은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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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하나님을 믿고 선을 실천하 
는 이들이 이전에 먹었던 것들은 
죄악이 아니나” 하나님을 두려워 

하고 믿음을 갖되 선을 행하라 그 
런 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을 가질 것이며 하나님을 두 
려워하고 자선을 베풀지니 하나님 
은 선행을 베푸는 자를 사랑하시 
니라 

94.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은 너 
희 손과 창으로 얻는 사냥으로1> 

너희를 시험하리니 하나님은 보이 
지 아니한 그분을 두려워하는자를 
아심이라 그후 죄악을 저지른 자 
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있노라 

95. 믿는자들이여 순례중에 있을 
때는 짐승을 살생하지 말라1} 고의 
로 살생한 자가 있었다면 속죄해 
야 되나니 너희가 살생한 것과 같 
은 너희 가축을 잡아 제물로 바치 
는 것이거늘 이는 너희 가운데 공 
정한 두 사람에 의해 판결되므로 
카으바에서 제물로 바쳐 굶주린 
자들을 배불려 주어 속죄하고 또 

§冬比在확에쇠 '사;^kS단표성 
與多與!難# 쇄■妙삐 

急쇄|接物光幻I 

與々部화技殘 

々너紙 J 년V:從》쑈낮 
© 以하교와上 

爲 1疏; 與錄雜 
a射、德，⑷ t技後도， 

상端:換t 대I 起！與效 
과w多 鄕命々嚴占述見쎈노 

© 4起!숴聲接心，起寒 

93- 1) 슬을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계시되었을 때 백성들이 묻기를 “우리 가운데 술을 마셨으며 도 
박을 하다가 이 말씀이 계시되기 전 세상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됨니까?”라고 물었을 때 
11그들이 이전에 먹은 것들은 죄악이 아니다”라고 계시가 내려졌다. 

94- 1) 성지순례 및「우무라』로 이흐람』상태에 있을 때 사냥은 금지되어 있다. 그 명령을 의도적 
으로 위반한다면 그것은 곧 창조주에 대한 믿음과 경배함이 없는 것과 갈다(사프와트 타파 
씨르 p.43). (제3장 154절 및 166절 참조) 

95- 1)「이흐람』상태에서 살생은 금기지만 부주위에 의한 살생은 벌을 받지 아니하나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의도적 살생은 물론 부주의에 의한 살생도 예방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부주의로 인한 살생을 하였을 경우는 다음 3가지의 보상 방법이 있다. 

첫째는 그가 살생한 가축과 갈은 가축을 카으바」신전에서 희생하여 그 고기를 가난한 사 
람들에게 분배하여 주거나， 

둘째는 양곡 및 현금으로 그가 살생한 동물의 가격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배불려 대접하는 것과, 

셋째는 살생자가 배불리 먹어야 할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에 해당하는 날 만큼 단식을 함으 
로써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같이하는 방법이다. 

2) 금지가 되기 이전에 살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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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식을 하여 그와 같은 어려움 
을 맛보아 속죄하라 이에 하나님 
은 그 이전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리니2> 만일 역행하는 자•가 있다 
면 하나님은 그에게 벌을 가하시 
매 그때의 벌은 강함이라 

96. 그러나 바다의 사냥과1> 그 
음식은 허락되었나니 이는 너희와 

여행자들을 위한 것이며 육지의 
사냥은 너희에게 금하니 이때는 
너희가 순례중일 때이라 하나님을 
두려워 하라 너희는 그분에게로 
모이게 되니라 

97. 하나님은 카으바를 성스러 
운 집으로 하셨으니 이는 인간과 
성스러운 달들과1> 제물과 영화를 
위해 세움이 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너희가 천지의 모든 삼라만상을 
알도록 함이었으니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전지전능하시니라 

98. 하나님의 벌이 엄하심을 알 
라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관 
용과 자비가 충만하시니라 

99. 선지자는 다만 말씀을 전함 
이며 너희가 드러내는 것과 숨기 
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라1〉 

100. 사악함이 그대를 유혹할지 
라도 악과 선은 같지 아니함이라1》 
그러므로 지혜를 가진자들아 하나 
님을 경외하라 너희가 번성하리라 

；※쩟賊故故S與;紙W 
선0 ᅫ技 I!현업i산均化요起; 

物혀改좌•심53此:孤 ;與 

찌疏心抄冗신3 쇼災述 

©빼 Ok 

© 多탁與 

96- 1)「이흐람j 상태에 있더라도 바다고기를 잡거나 사냥하여 먹는 것은 제외된다. 

97- 1) 성스러운 달은 :둘 까으다』「둘 힐자」「무하르람』그리고「라잡』4개월을 말한다. 

99-1) 피조물의 모든 상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나 안으로 숨기는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보고 
계시기에 보상과 벌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의미(알바흐르 27/4) 

100-1) 좋은 땅은 주님의 뜻에 따라 식물을 생성시키나 나쁜 땅은 재앙에는 배출하는 것이 없느 
니라(알바흐르 27/4). 

■■해^班*^^^^^^®^*불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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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믿는자들이여 분명한 것은 
묻지말라 했으니 그것이 오히려 

I 해롭게 하느니라 또한 꾸란이 계 
! 시되는 것을 묻는다면 이는 더욱 

너희들에게 해악이라 그러나 하나 
P 님은 지나간 것을 용서 하시니 하 

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 

i 라 

102. 너희 이전의 한 무리가 그 
러한 질문을 하였으니 그들은 그로 

| 인하여 불신자들이 되었노라° 

103. 하나님은 바히라나 싸이바 
나 와실라나 하미 갈은 미신을 두 

1 지 아니 하셨음이라 이는 믿음을 
배반한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하 
여 거짓을 조성함이거늘 이들 대 

I 다수는 이성이 없는 자들이라1> 

104.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을 따 
르며 선지자에게 오라 하매 우리 
는 우리 조상의 종교만으로 충분 
하다 말하더라 그들 선조들 조차 
도 종교와 진리에 관하여 아무것 
도 알지 못하였더라 

1敗. 믿는자들이여 너희 자신들 
을 보호하라 너희가 옳은 길을 따 
를 때 너회를 해칠 것이 없으며 

섰必此松心채換 
斑며，士빼賊松숭 

©化，않與쑈版※ 

淨必匕法 

상往石Si 多要公);!끄 
우레必도^:齡했뺐i 

效秘쑈향射i射私分必巧고따 
©^<)1^ 

起，셨•麻初鄕 
© (I次效犯> ⑶巧화:必 Jj效강 

102- 1) 유대인들이 모세에게 부질없는 질문들을 한 것은 곧 그들의 마음에 신앙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이 있올 수 없으며 부질없는 질문은 어리 
석은 자들의 믿음을 흔들어 버린다(제2장 期-기절 참조) 

103- 1) 이슬람이전 및 초기에 아랍인들이 믿었던 미신의 종류로써 암컷의 낙타나 다른 암컷의 가 
축동물이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았을 경우 암컷이나 또는 새끼 한 마리의 귀를 잘라 신에 
게 바쳤다. 이때 바쳤던 그 짐승을 “바히라”라고 하며，여행에서 무사히 돌아왔거나 병에 

서 회복되었을 경우 암컷을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바쳤다. 이때 그 짐승을 *■싸이바”라 한 
다. 또한 짐승이 쌍등이 새끼를 낳은 그곳에는 우상에게 어떤 제물을 바쳤다. 이때 바친 
제물의 동물올 “와셀-라”라 하며 어떤 예식에 따라 신에게 바쳤던 낙타는 “하미”라고 불 
리워졌다. 이러한 미신은 무지에서 기인된 것으로 인간을 저하시켜 창조주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105-1) 어느 누구도 타인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 개인이 행한 결과의 사실에 따라 하나님의 보상 
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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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너희 모두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때 너희가 행하는 모든 진실을 너 
희애게 보여주시니라1> 

1 
| 106. 믿는자들이여 죽음이 너희 

에게 도래했을 때 중인을 두라 했 
거늘 너희 가운데 두명의 증인을 

i 두거나 또는 다른 사람 가운데서 
두명을 두어야 함이라^ 너희가 여 
행중에 있올 때 임종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나 그들이 의심스러울 때 
는 예배 후에 그 둘을 불러 그들 
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 

유 게 하라 우리가 가까운 친척이라 

^ 할지라도 허위의 몫을 갖지 않을 
1 것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증거 
I 를 감추지 아니하니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죄악으로 

I 가득차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맹세 
J 하더라 

107. 그러나 이들 두명이 죄의 
의심을 받을 것이 확실시되면 유 
산을 받을 권리를 가진 다른 두 
사람으로 그들의 위치에 대신하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맹세토록 
하라 진실로 우리의 증인은 그들 
의 증언보다 진실되며 우리는 한 
계를 넘지 않노라 만일 우리가 그 
렇게 한다면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라고 맹세하더라 

108. 그것이 가장 적절하나니 그 
들은 중언올 그대로 하리라 또한 
그들은 맹세한 후 다른 맹세를 하 
지 않을까 두려워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라 하 
나님은 거역하는 백성들을 인도하 
지 아니 하시니라 

d抄次必방疾爲賊!於必5_ 
占i《多占쳬Aji 多》4괴必 cj은방“》士 
녕⑫ 庭빠챗 d免해 
획나起꽤색과뼈 
私起 與必 接 

必《생|은졔心 

빠상호버均 훼 
起&藏셋始移就被“ 
賊與고대々必 占多假S대 

◎0接切 

106-1) 유언의 중인으로 2명올 두되 무슬림 중인이 원칙이나 무슬림의 형제가 없을 경우는 무슬 
림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도 2명의 중인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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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선지 
자들을 모아1> 말씀하시매 너희가 
받은 응답은2ᅮ 어떠 하였느뇨 물으 
니 저희는 모를 뿐입니다 당신만 
이 보이지 않은 것을 알 뿐입니다 
하더라 

110. 마리아의 아들 예수야 내가 
내린 나의 은총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성령」 보호하여 네가 요 
람에서 그리고 성숙하여 사람들에 
게 말을 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말 
씀과 지혜를 그리고 구약과 신약 
을 가르쳤노라 너는 흙으로 나의 
뜻에 따라 새의 모양을 빚어 그곳 
에 호홉을 하니 나의 뜻에 따라2ᅭ 
새가 되었노라 또한 장님과 문둥 
병을 치료하였으니 나의 뜻이었고 
또한 죽은자를 살게하니 이도 나 
의 뜻이었노각 또 네가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매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를 음모하여 살해하려하니3ᅭ 내 
가 이를 제지하였노라 이때 그들 
가운데 불신자들은 이것은 분명한 
마술에 불과하도다 하더라 

111. 보라 내가 제자들에게 나를 
믿고 나의 선지자를 믿으라 하니 
믿나이다 우리는 무슬림으로써1> 
하나님께 복종하나이다 하더라 

火#敎與대與必，I然^ 
© 노)쌓섰그그폐^ 

。與11#。湖 님뇨成均 sr句:版 

ᄉ⑶피與|■法秘必난 
，，왕與 방0接犯 

被;改y 뺐⑶松於約典 

觀故雜설 强):就松，，| 

소여빼募쇠뇨 
必 (逆起私 

技七;6與必路與 JiG犯 i 
© 려막셔敬， 

109- 1) 심판하여 보상을 부여하기 위해 모든 선지자들과 피조물을 모아 
2)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믿음과 진리로 인도했을 때 그들 백성들의 응답 및 태도 

110- 1) 가브리엘 천사를 가르킴 
2) “나의 뜻”이란 예수의 기적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예수의 능력과 의 
지에 의한 기적이 아니라 “나의 뜻” 곧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제시 
하고 있다. 

3)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를 음모하여 십자가에 못박아 살해하려 하였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 
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누가복음 4장 我-29절》, 그러 
나 그들의 음모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꾸란 4장 157절). 

111- 1》무함마드 이전이나 무함마드 이후를 막론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한 모든 신도들은 무슬림이 
었으며 그들의 종교는 이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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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마리아의 아들 예수여 주님 
께 구하여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음식이 마련된 식탁을 내려줄 수 
있느뇨 라고 제자들이 물으니 너 
회들이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1ᅩ 

113. 우리는 그 식탁에서 먹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여 당신이 
우리에게 진실을 말함을 알고 그 
리하여 우리가 증인이 되고자 함 
이라 하더라 

114. 마리아의 아들 예수 가로되1> 
주여 하늘로부터 저희에게 음식이 
마련된 식탁을 주어 우리에게 처 
음과 끝이2> 축제가 되도록 하여 
주시며 당신으로부터 예증을 주옵 
소서 그리고 저희에게 일용할 양 
식을 주옵소서 당신은 가장 훌륭 
한 양식의 주인이십니다 

115. 하나님이 말씀하사 내가 너 
회에게 보내노니 그후 그 말씀을 
불신하는 자에게는 세상 어느 누 
구에게도 가하지 아니 했던 응벌 
은 가할 것이라 

빼나찌I과起꽤때 

© 5分々；女회！)必네J년' 

萬도讀雜姑驗染分切 A⑶ 
成術端컁此:班뼛■다雜 

112-1) 예수 제자들의 그러한 질문은 다음 3가지 의미로 플이된다. 

첫째는 이들 제자들의 믿음이 결여되었거나，둘째는 육체적 양식에 너무나 탐닉하여 있거 
나，셋째는 어린이가 아무런 의도없이 기적을 기대하는 것처럼 이들 제자들도 어린이와 같 
은 질문이 아닌가? 이러한 질문들은 성서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시몬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이므로 그를 떠나달라고 요구하였다(누가복음 5장 8절). 
그후 베드로는 그의 주인이 적중에 있을 때 그의 주인을 여러차례 부정하였다. 또한 유다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를 배반하였다. 이것은 바로 이들 제자들의 믿음이 없었거나 믿음이 
약했기 때문이다. 

성서에서 음식과 음료수 등 여러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니 술이 
되었고(요한복음 2장 1절-11절) 다섯 조각의 빵과 2마리의 조그마한 물고기로 5,000명을 
배불리 먹었고(요한복음 6장 5-13절) 
배가 고파 무화과 나무에 이르렀을 때 열매를 얻지 못하자 그 나무를 저주하여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 것(마태복음 21장 18-19절)，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써… 

(요한복음 6장 53-57절)의 비유법 등은 제자들의 물적욕심과 탐닉으로 볼 수 있으며，사마 
리아인들이 예수가 그들의 마을로 입성함을 받아 들이지 아니하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면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 
까(누가복음 9장 54절) 

114-1) 제자들이 풍성한 식탁을 선지자에게 요구하매 주께서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 그 식탁(마이 
다)을 말씀으로 비유하여 계시하심을 의미한다. 

2) 저희와 저희 이후에 을 이들율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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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 
| 예수야 네가 백성에게 말하여 하 
| 나님을 제외하고 나 예수와 나의 
어머니를 경배하라 하였느뇨 하시 
니 영광을 받으소서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으며 그렇게 할 권 
리도 없나이다 제가 그렇게 말하였 
다면 당신께서 알고 계실것입니다 

: 당신은 저의 심중을 아시나 저는 
i 당신의 심중을 모르나니 당신은 숨 

겨진 것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s과너학以a그多私나送心 
3說松邊도.3해一知必!述 
(々公•以^ ⑶左々友HCk및ᄂ 

© •次 빠^; 

117. 당신께서 저에게 명령한 것 
외에는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으 
니 나의 주님이요 너희의 주님인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였으며 제 
가 그들과 함께 있음에 저는 그들 
에게 증인이 되었고 당신이 저를 
승천시킨 후에는 당신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제시나니 당신은 모든 
것의 증인이십니다 

知^iᄄ qi^Ti 

118. 당신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 
리신다해도 그들은 당신의 종복들 
이며 당신께서 그들을 용서하신다 

? 면 실로 당신께서는 권능과 지혜 
로 충만하십니다 

◎鳴섰々班3路획爲雄고 
®9M^ 

| 119.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오늘 
S 은1》진실이 그들의 진실을 증거하 
록 는 날이니 강이 흐르는 천국이 그 
들의 것이며 그곳에서 영생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만족해 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 그 

, 것이 크나큰 승리라 

셨公췌徒“逆，述銳此滿 
與;;»|述術※ : 

©깃)갈판多ii 과 

120. 천지의 모든 것과 그 안의 
1 삼라만상이 하나님께 있나니 하나 

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시니라 

©資해少；않氣藏오여3到此 

! _판의날또는부활의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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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에서 계시된 1改장으로 이슬람의 기본원리 그리고 믿음의 진 

수 등을 다루고 있다. 본장의 내용을 크게 나누어 본다면 첫째 창조주 

로써의 유일신과 피조물, 둘째는 계시 및 메세지，셋째는 부활과 보상 

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법과 이교도들의 허약 

성을 1〜30절 사이에서, 현세의 인생과 삶 그리고 민생의 무상함이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에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으 

며, 인간 오감으로써 알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알 수 없는 영역까지를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 밖에 없다는 것을 제31〜60절 사 

이에서，하나님의 영역에서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끊임없는 보호와 

인도하심은 창조주 유일성에 관한 단서를 마련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제61〜雜절 사이에서, 아브라함 예언자 이후 많은 선지자 및 예언자 

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오면서 꾸란으로 완성케 하였다.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과 우주와 인류에게 보낸 선지자들을 생각하여 볼 때 

하나님의 위대성을 이해하지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제期〜 

〜110절에서, 오만하고 거만하며 불손한 인간은 그에 상응하는 하나 

님의 벌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제111 〜129절에서，모든 죄악과 미신에 

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130ᅳ150절 사이 
에서，그러나 가장 올바른 길은 꾸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길 

로써 이 길만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제151〜1效절에서 제시되고 있 

다. 

본장이 안암(가축들)장이라 불리우게 된 동기는 가축들의 이름들이 

본 장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 

파씨르 제3권 p.56). 

■能織■느^^■雜理■傑，태 해務로^，E 雜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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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우시고 자에로우신 
하나님의 이^으로 

1. 천지를 창조하신 후 어둠과 
빛을1>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 
소서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들의 
주님을 우상과 동등하게 경배하더 
라 

2. 흙으로부터 너희들을 창조하 
신 후1> 한 운명을 주신 분이 하나 
님이시라 또 하나의 운명이2》그분 
께 있노라 그러나 아직도 너희들 
은3> 부활을 의심하느뇨 

3. 그분은 천지 삼라만상에 계시 
는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숨기는 
것과 너희들이 드러내는 것과 너 
회들이 얻는 모든 것을 아심이라 

o▲之장 |(父巧-公 

灰;보%닉겨，如此公화 
①以士세>교화쇼셋화고能 

，妙J料雜였유및‘如必 

향。錄쑈오의故必 
® (法회與; 

4. 주님으로부터 예증이” 그들에 
게 도래하였는데도 그들은 그것으 
로부터 외면하더라2> 

볏政務신心됐以發디 
®《Ife多^ 

5. 그것이1> 그들에게 도래 했을 
때 그들은 그 진리를 불신하나 그 

逆比!突않方회終던我雜技 

1- D 어둠과 빛 그리고 밤과 낮을 창조하시어 피조물로 하여금 유용케 하였으니… 본 절은 불과 
그밖의 여러 빛을 숭배하던 마주쓰들의 “선은 빛으로부터 오며 악은 어둠으로부터 온다는 
그들 미신에 대하여 계시된 점도 피조물은 절대로 신(God》이 될 수도 없으며 또한 어떤 사 
건의 행위자가 될 수 없다”(알타쓰힐 2/2) 

2- 1) 흙으로부터 너희 선조 아담을 창조하신 후 
2) 또 하나의 운명이란 부활하는 운명을 말하며 그 첫째의 운명은 죽음으로，죽음과 부활은 곧 
인간을 창조하산 하나님의 영역임을 말하고 있다. 

3) 너희 불신자들 

4- 1) 증거，어떤 기적 또는 꾸란의 어떤 절 
2)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천지창조 그리고 주님의 존재에 대하여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행한 
기적들 및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예중에 관하여 숙고하지 아니하고 외면하였다(알꾸르뚜 

비 390/6). 

5- 1) 그것이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꾸란厂을 가르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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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곧 그들이 조롱했던 것의 진 
리를 알게 되리라 

6. 그들은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 
은 그들 이전의 많은 세대를 멸망 
케 하였노라 그 세대를 지상에 정 
주케 한 후 너희들에게는 부여하 
지 아니한 권능을 주었으며 하늘 
에서 비를 내리게하여 물을 풍부 
하게 하였고 물이 흐르는 강들을 
두었으되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 
아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케하고 
다음 세대를 두시었노라1> 

7. 그대에게 성문화 된1> 성서를 
계시하여 그것이 그들 손안에 있 
다 하여도 불신하는 자들은 실로 
이것은 분명한 마술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으리라2> 

8. 또 그들은 천사가 그에게1〉임 
하지 아니하느뇨 라고 하더라 그 

러나 천사를 그에게 임하도록 하 
였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었을지도 
모르나 그들은 그 진리를 불신하 
였으리라 

9. 하나님이 그에게 한 천사를 

TO성與뵈的賊激 終沒於 
雜빠빠樣빼탬t 

脚必‘따。棟賊^여私 
© 起多^私^;系^ 

^版，땃孤參생했!雜 

ᄃ述效 切^ 

6-1) 이전의 백성들이 창조주의 율법을 거역했을 때 그들을 멸망케 했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멸망케 하신다는 교훈의 제시로「아부 하이얀j 

은 풀이하고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77/4). 

7- 1) “성문화 된”의 해설은 아랍어의 “끼르따-쓰”(양피지)에 기록된 것에서 유래한다. 선지자 시 
절에는 기원전 2세기 동안 서부 아세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이 양피지가 있었 
다. 이 용어는 그리스어 차르테스(chartes)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사 
용하고 있는 종이는 중국인들이 기원전 2세기까지 사용하던 것을 서기 751년 사마르칸트 정 
복이후 아랍인들에 의하여 사용되다가 아랍인에 의하여 유럽으로 전하여졌으며 그리스에서 
는 11ᅳ12세기에，스페인에서는 시실리를 거쳐 12세기에 사용되었다. 

이 애굽의 갈대에서 만들어진 파피루스는 기원 幻00년전 이집트에서 사용되었으나 종이는 
13세기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메카 불신자들이 말하길，“무함마드여，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건대 우리는 그대가 기 
록된 성서를 가지고 오되 그 성서에 대해 4명의 천사들이 그 성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대가 그분의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전에는 그대를 믿지 않겠다”고 하자 본절이 계시 
된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다(아쓰바브 알누줄 122). 

8- 1) 무함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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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게 하였더라도 그를1> 한 인간 
의 형태로2> 임하도록 하였으리라 
그리하여 혼돈중에 있는 그들을 
더욱 혼돈케 하였으리라 

① 石；士任*;"七도 

10. 그대 이전의 많은 선지자들 
이 조롱을 당했으나 그들은 그들 
이 조롱한 것들로 에워싸여지게 
되노라1> 

⑯빠싸切며2J 1 
©。닛견하與起次此^與 : 

11. 그들에게1》이르되 세상올 여 
행하여 거짓말 하는 자들의 말로 
가 어떠했는가를 보라 

敬抄욍5端多넜챗 d逃^ 

12. 그들에게 이르되 천지의 모 
든 것이 누구에게 속하여 있느뇨 
이르되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 스스로를 자비함으로 두셨으 
며 심판의 날 너회들을 모이도록 
하니 이는 의심할 바 없다” 하여 
라 그래도 그들의 영혼을 잃은 자 
들은 믿지 아니하려 하더라 

내^^ I 
빼 ii功S 

©《생있多고양방우결 ' 

13. 밤에 사는 것과 낮에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 
으며 또한 그분은 들으심과 아심 
으로 충만하심이라 

9-1) 천사 용 
2) 천사의 속성은 빛으로 창조된 인간의 시안으로 볼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창조주께서 욕 
불신자들이 요구한대로 천사를 무함마드에게 보낸다 하더라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는 한 인간의 형태로하여 임하도록 할 수 밖에는 없다. 
이 때 불신자들은 인간의 형태로 나타난 천사를 보고 천사라고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_ 
들은 더욱 혼돈케 할 뿐이다(이브누 카씨르 알무크타싸르 509/1). 

10-1) 사도 바울의 친구 디도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 때 그 곳에 있던 예수를 조롱하던 불신자 j 
들 및 무함마드를 메카로부터 추방하여 조롱하던 불신자들 이들 모두는 무함마드가 승리하 
여 메카로 돌아왔을 때 선지자들을 조롱했던 그들은 용서를 강구하였다. 

11-1) 조롱하고 비웃던 이들에게 

12-1) 부활의 날 무덤으로부터 너희를 부활시켜 행한 업적에 따라 보상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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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러 가로되 내가1> 하나님 
아난 다른 것을 나의 보호자로 택 
하느뇨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으 
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사 

5 그분께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치 
아니함이라2> 일러가로되 내게3> 

명령이 있었으니 제일 먼저 하나 
님께 순종하여 불신자들의 무리 

1 가운데 있지 말라 하셨노라1》 

요노激能的分!其{쑈 
於淑疏 it 있 ra必、과i;색 

! 15. 일러 가로되 내가 나의 주님 
께 순종치 아니한다면 실로 나는 

i 심판의 날에 있을 벌을 두려워 함 
1 이라 

이父次보gao賊합多 

16. 그날 그것을1〉면했다면 하나 
5 님의 은총이 그에게 있었음이니 
j 그것은 분명한 승리라 ©꽤與， 

17. 하나님이 그대에게 번민을 
! 주사 그것을 제거하는 자 그분 외 
f 에는 무도 없으며 하나님이 그 

대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그러하 
S 나니 실로 그분은 모든 일에 전지 
| 전능하시니라 

쇼多炎^必此^^ 

18. 그분은 종들을 지켜보사 가 
1 장 위에 계시며 만사형통 하심이 
j 라 

© 있⑯廢^故^必 

19. 그들에게1》어느 것이 가장 
1 훌륭한 증언이냐 일러 가로되 그 ᅳ與드故않행沙“_條61 쑈 

14-1) 무함마드 _ 
2) 일용할 양식을 수여하실 뿐 받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로부터 일용할 

1 양식을 필요로 하나 하나님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라는 절대자를 의 
I 미한다. 
I 3) 무함마드 ! 

4)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이슬람을 믿되 하나님께 피조물을 비유하지 말라 하였다. 

I 16-1) 벌. 

19-1) 메카 부족장들이 무함마드에게 말하길，“그대 무함마드가 말하는 것을 믿는자 우리는 아무 ! 
1 도 보지 못했으며,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에게 그대에 관해 물어보았으나 그들은 그대에 관한 

어떤 언급이나 묘사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니 누가 그대 무함마드를 선지자라고 1 
I 믿을 중언자가 있다면 우리에게 보여다오”라고 하자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 
| 다(아쓰바 브 알누줄 122). j 



: 20-23 212 

1 들이 대답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나와 너희들 사이의 증인이라 하 

5 여리외 내게 꾸란이 성령으로 계시 
1 되었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너희 
1 들과 그 성서가 이르는 모든 사람 
5 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이라 너희들 

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할련지 모르냐 나는 그것을 증언 
하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너회가 섬기는 우상들과 
내가 같지 않다 하여라 

多^^^處^^쑈겠# S 
均ᆻ與災物如戶하드;特3 • 

舍 端與沒熟成於版 

20, 하나님으로부터 성서를 받은 
그들이1》그들 자손들을 알듯이 그 
를2) 알고 있노라 그러나 그들은 
영혼을 잃은 자들로 믿으려 함을 
거절하더라 

多球^玉여安찌 P起^# 

21.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함과 
I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려 함 
1 이 가장 큰 죄됨이니1> 이들 죄인 

들은 번성하지 못하리라 

紀i납V수고 요?고々今로兵 k소公밥々; 

22. 그들 모두를 불러 모으는 날 
1 우상을 숭배한 그들에게 너희가 
1 주장한 너희들의 동료들이” 어디 

에 있느뇨 라고 물으리라 

빼⑯始햇향舞難 
@ 셨=근과多1以 

23. 이때 그들은 변명1> 할 뿐이 
! 니 주여 맹세하나니 저희는 여러 
^ 신을 받들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1 하더라 

紙힛起雜滿賊以英應 ! 
® 公“公 

2) 하나님께서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말씀하사', “어느 것이 가장 훌륭한 증언이냐고 그들에게 
1 말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그들이 대답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i 
| 나와 너희 사이의 중인이라 그들에게 말하여라”(알타쓰힐 5^2) 

1 20-1) 유대인과 기독교인 
j 2)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오신 최후의 선지자 무함마드를 의미한다. 그들의 성서 즉 
1 구약과 신약에 무함마드가 최후의 선지자로 임하심이 계시되고 있음을 유대인이나 기독교 

인들은 알고 있으면서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제2장 146절 참조》. 

_ 21-1) 하나님에 대한 거짓함과 거역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꾸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1 
； 선지자가 행한 기적들을 마술이라 조롱한 것 

22- 1) 우상들 및 하나님외에 그들이 주장했던 그들의 신들. 바이타위厂는 꾸란에 있는 불신자들의 
1 모든 주장은 거짓이라고 풀이하고 있다(알바이타이 1效》. 

23- 1) “피트나”는 “과타나”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 "시험하다, 유혹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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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보라 어떻게 그들은 그들의 
영혼을 기만하고 있느뇨 그들이 
기만한 것들이 그들을 방황케 했 
을 뿐이라 

25. 그대에게 귀를 기울인 척 하 
는 자가 그들 가운데 있으나 그들 
은 심중에 베일을 씌우니1ᅭ 그들은 
그것을2》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귀를 봉하니 그들이 모든 예증을 
본다 하여도 그것들은 믿지 않더 
라 이에 더하여 그들이 그대에게 
다가와 반론하며 이것들은 옛 선 
조들의 얘기에 불과하다고 불신자 
들은 말하더라 

26.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금지 
하여 그것을 멀리하려 하니1> 이는 
그들 스스로의 영혼을 멸망시킴이 
라 그러나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 
더라 

27. 그들이 지옥의 불에 이르되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와 말씀을 거 
역하지 아니하며 믿는자 가운데 
있을텐데 라고 말하는 그들을 그 
대는 보리라 

28. 그렇지 못하리니 그들이 숨 
겼던 것들이 그들 안중에서 밝혀 
지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 간다면 

혹ᆻ;;^셈分錢强 
® 잇3수公 G 

5 攻^ 빠체於校※ 
換必1冗必)농서S1筋， 

⑶巧 ^始효와^&1J與선 
@ 强三敬 r比 

©실興:;必 

6 多생篇뻗변，必성화邊炎 
© 士◎士당;‘“\ 

!S 鄕J 逆必與雜면淑〔私 
©앞화씼I;從必比, 

2장 102절에는 u피트나”가 유혹 또는 시험으로，제2장 191，193, 217절에서는 박해나 학대， 
저13장 7절에서는 불화로 여기서는 핑계 또는 구실，변명으로 풀이되고 있다. 

25-1) 「아부 수피얀」과 알왈리드 이븐 알무기라」와 알나다르 이븐 알 하리쓰」는 선지자 무함 
마드가 꾸란을 낭송하는 곳에 앉아 나다르，내게 말하길，“무함마드가 무어라 말하느뇨?” 

라고 말하니 나다르』는 "너희에게 지난 일에 관해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옛 선조들의 우화 
를 말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자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이브누 압바쓰』에 의하여 전하여지 
고 있다(알꾸르뚜비 414/6). 

2) 그것은 꾸란을 의미하며 그것들은 무함마드가 낭송한 모든 꾸란의 절들을 의미한다. 

26-1) 불신자 및 위선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꾸란의 말씀을 믿고 무함마드의 순나를 따르지 못하 
도록 금지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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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분명히 그들에게 금지된 
것들로 다시 돌아가리니 이는 그 
들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기 때 
문이 라 

29. 또한 이들은 이따금 현세 생 
활외에는 무것도 없나니 우리가 
부활함이 없다 라고 말하였더라 

30. 그들이 주님 앞에서니 이것. 

이진리가 아니더뇨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 

님이시여 라고 그들이 대답하매 
너희는 벌을 받게 되리라 너희가 
믿음을 거절했노라 하심을 그대가 
보리라 

31. 하나님 만남을 거절하는자1> 

실로 손실을 보리라 종말이 그들 
에게 갑자기 이르니 우리가 그것 
을 생각지 못하고 있었느뇨 라고 
그들이 말하더라 그들은 그들의 
등에 짐을 짊어지며 그들이 짊어 
진 짐은 바로 사악함이라 

32. 현세의 삶은 오락과 유희에 
불과하니 가장 좋은 것은 내세의 
안식처이며 이는 곧게 사는 자들 

을 위한 것이라 너희들은 이해하 
지 못하느뇨1】 

33.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1》 
그대를 슬프게 하리라 하나님욘 
알고 있노라 그들이 거역함은 그 
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2> 거역하 
고 있을 따름이라 

빠松와■起 
©!^k 

장우고 

©石;終향 

쌌物요其從被)홋쓩 
爲、應여혀빼切3 

© 公^^幻公多 

■쐈錄0 孤次i 내銳此？^ 
© 슨公슛s今1广소；i착 

섰^^《•봤砂抄化 
@ 知心‘표々(및;적용受상 

31- 1) 부활을 거역한 불신자들. 

32- 1) 내세가 현세보다 좋다는 것을 그래도 알지 못하겠는가? 

33- 1) 마술사，시인, 점쟁이 또는 미친자라고 그들 불신자들이 말한 것. 

2) 무함마드는 “아민”(정직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불리워 졌다. 불신자들이나 위선자들도 무함 
마드는 어떠한 일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아부 자홀j 이 말하길 
“무함마드야 너야말로 진실을 말하는자로 우리곁에 있느니라. 우리는 네가 계시받는 것올 
부정하느니라” 하였다고「이브누 압바쓰』는 전하고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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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그대 이전의 선지자들도 그 
러했거늘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거짓에 인내하며 성실하였으매 그 
들이 승리하였더라1> 하나님의 말 
씀을 위조할 수 있는자 무도 없 
었으며 선지자들의 소식이2> 그대 
에게 내려졌노라 

35. 그들의 거역함이 그대의 마 
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땅으로는 
돌출구를 하늘로는 사다리를 구할 
수 있게하여 그들에게 예증이 되 
도록 하리라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그들 모두를 복음으로 
인도하셨으리라 그래서 그대는 우 
매한 자들 가운데 있지 말라 하였 
노라 

36. 진리를 듣는자 그에게 응답 
이 있으되 죽은 자에1> 대하여 하 
나님은 그들을 부활하리니 그들은 
그분에게로 귀의하니라 

t 37. 이때 그들이 왜 그의 주님으 
로부터 그에게 예증이 오지 않느 

y 뇨 일러가로되 하나님은 예증을 
f 보내실 권능을 가지고 계시나 그 
|； 들 대다수가 알지 못함이더라1> 하 

여라 

接.C: 與j浴路技^식分疏 
抄때 o 빼與패多上此1; 

©心첫U次3一 3炎：藏 

빼여빼]^■故 
物延立정^名弟知必與UPd賊 

多쑈쑈⑷部효多의31 싫은好上 

신起느轉起여松■典그힛i與 j 

| 34-1) 본절은 인내의 교훈을 제시하면서 인내하는 자에게는 승리가 있다는 것올 약속하고 있다. 
* 2) 조롱과 학대를 받은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인내하였을 때 승리하였다는 교훈의 소식. 

36- 1) 진리를 듣는자란 복합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만일 사람들이 진리에 진실로 그리고 성실 
하게 귀를 기울인다면 정신적 기능이 마비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능을 다 
시 재생하며 그런후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귀의하게 된다. 
또한 진실한 자는 믿게 되나 그의 마음이 죽은자는 들을 수 없게 되니 그들은 하나님 앞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37- 1) 모든 예증이 그들 주변에 있으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그들의 무지를 충족 
시키는 예증이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항상 모든 것을 그들의 
수준으로 밖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38. 땅위에 걷는 동물도 두 날개 
로 나는 새들도 너희들과 마찬가 
지로 공동체의 일부라 그 성서는 
빠드림이 없으니 그들 모두는 종 
말에 그들 주님께로 불리워 가노 

39.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n 암흑속에 거하는 귀머거 
리와 벙어리 같노라 하나님의 뜻 
이 있을때 누구든 방황케하고 하 
나님의 뜻이 있을 때 누구든 옳은 
길로 인도하시니라 

40. 일러 가로되 하나님의 벌이 
너희에게 덮쳐 오거나 내세가 너 
회들 위에 임할 때 너희가 진실한 
자들이라면 하나님 외에 다른것에 
기원을 하겠느뇨 

41. 그렇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은 
그분께 구원을 하리라 그분께서 
너희가 구원하는 것을 제거하여 
주사 이때 너희들은 너희가 숭배 
했던 것을 잊으리라 

42. 그대 이전 여러 민족위에 선 
지자들을 보내었고 그들에게 고난 
과 시련을 주었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 겸손함을 배우도록 함이라 

43. 재앙이 그들에게 이르렀으나 
그들은 스르로 겸손하지 아니한고 
그들의 마음은 더욱 굳어졌으며 

物닻《래I 與화疏⑬i 

©회빠終밝4윳 

爲錄뇨松眞•버始端교起， 
© 匕寒나受⑶匕多■노 

技^狂淑^淑^#雄먼必 
©섶第: 

離)!; 해LJ빠韻 GW 被 
©邊越첬好 

述;i殺^棟 •松하1效逆炎 
@ 성敬物^必 

38-1) 땅위에 걷는 동물이라 함은 물속에 사는 것도 포함된다. 물고기류，파충류，곤충류，갑각류 
와 네발을 가진 짐승들을 말한다. 날개를 가지고 나는 것 즉 “따이르”를 새로 해석을 하였 
으나 박쥐갈은 포유동물이라도 날아가는 것은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모든 
짐승이나 조류도 인간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들대로의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 삶이 
있으며 이 모든 삶은 하나님 계획의 의지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39-1) 꾸란을 거역하는 자는 귀머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불 
신의 암흑속에 거하게 된다고「이브누 카씨르] 는 풀이하고 있다(이브누 카씨르 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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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j與 U 狀成 
나!冗테必되改版J강타表i 

@ 必요4얽 

사탄은 그들이 행함이 올바른 것 
처럼 보이게 하더라1> 

44. 그들이 충고를 잊었을때 그 
들에게 모든 은혜의 문을 열어주 
었노라 이때 그들은 이에 기뻐하 
며 거만을 더하였으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연히 벌을 내렸도다 
이때 이들은 온전히 실망하여 있 
더라 

45. 이리하여 죄지은 자들은 근 
절되었으니1> 모든 영광이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있음이라 

46. 일러 가로되 하나님께서 너 
회들의 청각과 시각을 앗아가고 
너희들의 마음을 밀폐하실때 그렇 
게 할수 있는 분이 하나님외에 다 
른 신이 있는가 말하여 보라 또한 
어떻게 그 예증을 설명하는가 보 
라 그런데도 그들은 거역하더라1> 

47. 일러 가로되 하나님께서 너 
회들에게 돌연히 또는 공공연히 
벌을 내리시니 이를 숙고하느뇨 
죄지은 백성들 외에는 어느 누구 
도 멸망되지 아니하니라 

48. 선지자들을 보냄은 복음의 
전달자로써 그리고 경고자로써 이 
니라1》그리하매 믿음을 갖고 선행 

J;호=心그 效“십‘깃고ᄌ고(것 
^우백‘爲산쐈용炎했私 

於 f요7않典必此고他고: 그것 
©■때있始 

。져 g仏빼 

43-1) 슬픔과 고난 그것을 올바로 받아들일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 선물이 될 수 있다. 고 
난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고 악을 예방하여 많은 덕을 쌓을 수 있는 반석이 될 수 있다. 그 
러나 슬픔과 고난을 잘못받아 들일때 불만과 불평을 낳게 되어 마음이 약하여 진다. 이때 
사탄은 인간을 유혹한다. 

45- 1)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벌은 정의의 한 표준으로써 진실된 것과 옳은 것을 보호하는 것이며 
곧 그분의 율법을 유지하는 것이다. 

46- 1) 2장 7절 및 해설 비교 

48-1) 선지자들을 보냄은 인간의 제한된 자유 의지를 없애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복음올 전달 하 
고 가르치며 회개하는 자에게도 복음이 있다는 희망을 전달하고 그 복옴을 거역하는 자들 
에게는 벌이 있음을 경고하기 위해서이다. 



제 6장 안 암 : 49〜52 218 d效상 ■ 

을 행하는 자 그들에게는 두려움 
도 슬픔도 없노라 

49. 그러나 말씀을 거역한자 그 
들은 그들이 지은 죄악으로 벌을 
받게 되리라 

50. 일러가로되 하나님의 보물이 
내게 있다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 
하며 숨겨진 것을 내가 알지 못하 
며 내가 천사라 너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단지 내게 계시된 것을 
따를 뿐이라1> 일러 가로되 장님이 
보는자와 같을 수 있느뇨 그런데 
도 너희는 생각하지 않느뇨 

51. 그들이 주님의 앞으로 불리 
워감을 그들의 마음으로 두려워 
하는자 있나니 이들에게 이를 경 
고하라 그들은 죄악으로부터 보호 
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 외에 어떤 
보호자도 중재자도 없노라1> 

52.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구원 
하는 자들을 추방하지 말라u 그들 
은 하나님께 은혜를 갈구하고 있 
노라 그대가 그들을 계산할 아무 
런 책임도 없으며 또한 그들이 그 

與엑'述빼 

弟 겠私微移賊絶5必版鄕 
© 허했대^其必 

6화^018；견^ 以聲立功《其^ 

一篇凶^災:; 必쇼，셨니賊i; 

分心서느。必多幻〉‘실;。쓱고 
고;!系^占5;+와^이!었ᄃ 

50- 1) 불신자들은 무함마드에게 요구하길，“당신이 선지자라면 당신의 주님으로부터 구원하여 가 
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우리의 복지와 우리에게 해가 됨이 무엇인가를 알려달라"고 요구 
했다. 이때 무함마드에게 이절이 계시됨으로써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역이며 자기의 영역이 
아니라 대답하였다(하쉬야 알싸위 알라 알잘랄라인 1分와. 

51- 1) 죄지은 자들 중에는 아직 심판을 믿는 자들이 있다. 바로 이들에게 경고하여 사악함을 피하 
도록 하며 그들의 보호를 하나님께 의존할 때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하여 질 수 

있다는 것이다. 

班아》부유하고 명성이 있었던 일부 꾸라이쉬족은 수준이 낮은 서민들과 함께 무함마드의 가르침 
올 듣는 것은 그들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무함마드는 하나님께 진 
실로 구하는 이들 서민들을 추방하는 것에 대하여 거절하였다. 그들의 세속적 현실 입장에 
서 볼때 그들은 가난했던 무함마드로부터 얻을 것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았고 또 무함마드 
도 무런 영향력이 없어 그로부터 얻을 것이 없기 때문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 
을 추방할 이유는 없었다. 오히려 그들의 진실은 세속적 현실에 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영역에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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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계산할 아무런 책임이 없거 
늘 그대가 그들을 추방한다면 죄 
지은자 가운데 있노라 

53.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무리를 다른 무리와1> 비유하여 시 
험하였나니 이들이2ᅮ 우리보다 하 
나님의 은혜를 더 받느뇨 하나님 
은 감사■하는 이들을 모르고 계신 
단 말이뇨 라고 그들이3》말하더라 

54. 말씀을 믿는 이들이 그대에 
게 왔을때 너희 위에 평화가 있을 
것이라1> 너희 주님은 자비를 베푸 
시고자현시하셨으니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여 죄지은자2ᅭ 있다면 곧 
회개하고 선을 행하라 실로 그분 
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55. 그리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나니 이는 죄지은 
자들의 길을 밝혀 주고자 함이라 

56. 일러가로되 하나님 외에 너 
회가 숭배하는 것을1ᅭ 섬기지 말라 
내게2ᅮ 명령이 있었노라 일러 가로 
되 나는3ᅩ 너회들의 욕구를 따르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렇게 했다면 
나는4> 인도를 받는자들 가운데에 
있지 못하였으리라 

起必憂造 O숏第其校^嚴 

分路乂雄않必고切炎 
多획效氏接;‘4約와。次沒 

© 以，轉私如 S述必步 

一疏했胡었炎取移四雄 

53- 1) “무리를 다른 무리와 비유하여 시험하니” 즉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명성이 있 
는 사람들과 명성이 없는 일반 서민들과 비유하여 시험함을 의미한다. 

2) 가난하고 명성이 없는 사람들 
3) 부유하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 

54- 1) 무함마드는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졌던 이들을 부유한 사람들의 명예를 위해 밖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오히려，“너희들 위에 평화가 있을것이라”고 이슬람의 인사를 하였다. 

2) 고의적이 아닌 실수. 금기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여 일어난 일. 

56-1) 불신자들이 숭배한 우상들 
2) 무함마드 
3) 무함마드 
4) 무함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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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일러가로되 실로 내가 주님 
의 말씀으로 임하나1》너희들이 그 
것을 거역하였노라2> 너희가 서두 
룸이 내게 있지 아니하니 심판하 
심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노라 그 
분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니 그분만 
이 가장 훌륭한 심관자이시라 

犯必다次效逆以%아장쑈 
:쇼; 與와Ji폐•고혀 

©起多: 

58. 일러가로되 너희가 서두름이1> 

내게2ᅩ 있다면 나와 너희들 사이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리라35 그러나 
하나님은 죄지은 자들을 다 알고 
계심이 라 

59. 보이지 않는 것의 열쇠들이1> 

하나님께 있나니 그분 외에는 아 
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니라 그분 
은 땅위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떨어지는 
나뭇잎도 대지의 어둠속에 있는 
곡식 한알도 싱싱한 것과 마른 것 
도 그분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 
니 그것은 성서에 기록되어 있노 
라 

60. 밤에 너희를 잠들게 하며 낮 
에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아 
는 분1〉이 그분이시며 낮에 너희들 
을 일깨워 정하여진 기간을 수행 
하게 함도 그분이시거늘 너희도 

起^^ (玉^、^섶^그匕^ 
© 래…■沒;; 

敬與與起:射Mg#成絶 
복。敬빼於■以敬노傑 

ᅱ調必射必:炎^！爲 
沒려多 벼約^A炎^今 

©(I次챦次^ 

57- 1)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율법 샤리아에 근거하고 있으나 
2)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이른 그 진리를 거역하였다. 

58- 1) 죄악을 거듭하여 서두러 벌을 받으려 한다면 
2) 벌을 선지자가 내릴 수 있다면 
3)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죄지은 자들의 진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선지자들과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그 문제는 그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을 뿐이며 선지자들 
은 복음을 전달하고 가르치며 죄악에 대한 경고자 일 뿐이다. 

59- 1) 열소들이라 함은 보이지 아니하고 숨겨져 있는 보물들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없는 것들로 풀이되고 있다. 

60- 1) “야타왓파쿰”은 생명을 앗아가다. 즉 "죽게하다”가 언어적 해석이나 이것은 실질적 죽음이 
아니라 잠시동안 영혼이 압류된 상태로 풀이하고 있다(꾸르뚜비). 

한편「이브는 압바쓰」는 잠자는 동안 잠시 숨이 막히는 상태로 풀이하고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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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분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분은 너 
1 회들이 행했던 모든 사실을 너희 
j 들에게 보여주시리라 

61. 하나님은 가장 높이 계시며 
1 그분의 모든 종복 위에 계심이라 
I 그리하여 너희를 감시하는 천사를” 
! 보내시니 죽음이 너희 중 누구에 

게 임했을 때 천사가 그의 영혼을 
f 거두어 가나니 그들은 조금도 그 
j 들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 하 

⑥화(찾幻:•公公^;※벼3多 必强(多; 
© 以희爲故以券^| 多的 

62. 그런후 그들은1》그들의 보호 
j 자이시며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돌 
| 아가니 그분의 심판이 있노라 그 
1 분은 계산이 가장 능하신 분이시 
{ 라 

於換沒^胃！*知에^ 1 

e의' i 

1 63. 일러가로되1> 너희가 너희 스 
| 스로를 알게 모르게 욕되게 하면 
K 서 그분께 구원할 때 육지나 바다 

의 암흑으로부터 너희를 구하신 
분이 누구였느뇨 너희는 그때 저 
회를 이것으로부터 구하여 주신다 
면 저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겠다 

s 고 하더라 

I 

64. 일러가로되 하나님께서 그것 
1 과 그리고 모든 재앙으로부터 너 
| 희를 구출하였는데 너희는 우상을 
! 섬기었노라 

必획效炎^ :i 

| 61-1) 천사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인류를 인도하고 가르치도록 보내어 졌기 때 
1 문에 “라술”이라 하며 복수는 “루술”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한 인간의 생명이 끝날때 
3 천사들이 보내어 진다. : 
1 그래서 “보내어 진다”는 같온 의미에서 천사들도 ᄇ루술”이라고 표현되고 있다. | 

1 62-1) 하나님의 모든 종복들 

63-1) 바다에서 또는 육지에서 그들 불신자들을 위험으로부터 구하여 주었을때 하나님의 은혜를 
1 망각하고 불신한 불신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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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일러가로되 그분은 전능하사 
| 너희 위로부터1> 또는 너희 아래로 
■ 부터2> 너희에게 재앙을 보내시며 

: 너희를 혼돈케 하며 너희를 무리 
1 로 두어 서로 반목하게 했노라 여 
■ 러 가지로 예증을 반복하였음을 
보라 너희는 이해하리라 

향■빠公端3故»쑈 s 

於^화떠TO 여 : 
©心흙피싫셋 冬녀致系病 

66. 그러나 그대의 백성들이1》그 
것이a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거역 
했노라 일러가로되 너회들의 그러 

J： 한 행위는 나의 책임이 아니라 

©⑯，여1與^私。後 

67. 모든 계시는 때의 한계가 있 
거늘 너회는 곧 그것을 알게 되리 

육 라 

期. 말씀을 거짓으로 대화하는 
자들을1> 그대가 보았을때 그들이 
화제를 바꿀때까지는 그들을 멀리 
하라 또한 사탄으로 인하여 그대 
가 잠시 망각한 후 다시 생각이 
났다면2> 죄악을 범하는 백성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말라 

义좌니?휴일以以以도☆식사비; 
빼⑯좌敗려^接: 

69. 그들의 행위를 평가함은 하 
나님을 공경하는 이들의 책임은 

! 아니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S 하도록 깨닫게 하는 일이라1》 

빼^““與轉 피 

f 技-1) 하늘로부터 천둥과 번개와 벼락 그리고 홍수 및 폭풍우 둥을 보내어 벌을 주었고 
5 2) 까룬ᅥ과 마드얀의 동료에게 있었던 것처럼 땅속에 빠지게 하거나 지진 그리고 진동 둥을 

： 일으켜 벌을 주었다. 

66-1) 꾸레이쉬 백성들은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진리의 꾸란을 거역하였다. 

2) 꾸란 

68*1) 진리의 말씀인 꾸란을 거역하고 조롱하며 비웃는 불신자들 
| 2) 꾸란의 말씀을 거역하고 조롱하는 불신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말라는 교훈올 망각했다가 

다시 생각이 났을때 ^ 

S 691) 사악함을 생각하는 자와 사악함을 행하는 자에게 그 사악함이 돌아간다. 모든 인간은 자기 하. 
1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 즉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2가 

지 의무가 있다 .자신을 사악함에 전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어떠한 환경속에 
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할 의무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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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70. 종교를 유희와 오락으로 가 
I 진 그들을 홀로 두라 그들은 현세 
I 의 삶에 속고 있을 뿐이라 그러나 
I 그들에게 이 진리를 경각케 하리 
[ 니 모든 영혼이 그 스스로의 행위 
1 로 말미암아 멸망하리라 하나님 
I 외에는 어떤 보호자도 중재자도 

없으며 어떤 배상금도 수락되지 
I 아니하니])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 
[ 아 스스로를 멸망케하는 자들이매 
1 불신의 대가로 그들은 단지 이글 
1 거리는 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 

：,； 

쒔•，빠요裝版« 

4)파K3☆소逆^보!견낮%《士 

©쇼終齡_4成！^以^ j 

1 71. 일러가로되 하나님 외에 다 
_ 른 것을 경배하자는 말이뇨 그것 
1 들은 우리에게 이익도 손실도 줄 
1 수 없노라 하나님으로부터 인도 
1 받은 후 이를1ᅭ 거역하고 사탄에 
1 유혹되어 지상을 방황하는 우매한 
I 자가 옳은 길로 인도하는 우리에 
| 게로 오라 부르나 일러가로되 하 
1 나님의 복음만이 길이요 생명으로 
| 우리는 인류의 주님께만 순종함을 
1 명령받았노라 

被跡塔썼액상나1必。少® 
•려나 내역며 
실。物화면체teᄂJ 

화■。依:敬必^必成沒 

1 7Z 또한 예배를 하되 하나님을 
I 두려워 하라 했거늘 너희가 그분 
1 께로 모임을 받을 것이라 @0玄 : 

73. 하늘과 땅을 진리로 창조하 
1 심이 그분이시라 그날 그분께서 
I 있어라 그러면 있을 것이라 하였 
| 으매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며 나 

팔이 부는날1ᅭ 권능은 그분께 있노 
1 라2》그분은 너희가 안으로 감추는 

石少多今夕:^9i3 麥^5必 
敎^巡(多述; : 

© 냥4과샀!玄고 

! 70-1) “지구를 금으로 가득채워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보상으로 수락되지 아니한다”라고「까타 1 
5 다]는 말하고 있다(알따브리 447/11). ? 

? 71-1) 이슬람 

3 73-1) 아스라펠이 두 번째로 나팔을 부는 그날(사프와트 타과씨르 제3권 p/78) 
1 2) 있어라 그리하면 있을 그날 하나님의 가혹한 벌을 두려워 하라(사프와트 타파씨르 제3권 ! 
i p.78). 1 

프^^^^^^현■裝後«—理»■핵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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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밖으로 내보이는 것을 알고 
계시니 그분은 지혜와 아심으로 
충만하시니라 

74. 일러가로되1〉아브라함이 그 
의 아버지 아자르께 우상을 신으 
로 모시나이까 당신2》과 그리고 당 
신 백성은 분명히 잘못하고 있습 
니다3, 

75.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 
에게1ᅩ 권능과 하늘과 땅의 법칙을 
보여 주었으니 이는 그로 하여금 
확고한 신앙을 갖는자 가운데 있 
도록 함이라 

76. 그리하여 밤이 그를 어둠으 
로 가리우니 그는 별을 보고1> 이 
별이 나의 주님이란 말이뇨 말하 
고 그러나 그것이 사라졌을 때 나 
는 사라지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 
함이라 말하였더라 

77. 찬란하게 떠오르는 달을 보 
았을 때 이것이 나의 주님이란 말 
이뇨 하더니 그 달이 사라졌을 때 
만일 나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지 
아니 하시면 나는 분명 방황하는 
자* 가운데 있게 되리라 하였더라 

74- 1) 무함마드여 우상올 숭배한 그대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아자르』와 그의 백성 
들을 인도하던 아브라함의 말을 상기시키라. 

2)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자르 
3)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자르 

75- 1) 아브라함은 별들과 천체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칼테아 점성가들 가운데서 살 
았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연계보다는 그 배후에 있는 정신세계를 고찰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그에게 무의미했을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높이 두 
고 그에게 자연게의 위력과 법칙의 배후에 있는 정신적 영광을 보여주었다. 하늘과 땅이 그 
를 위해 열리자 그는 그의 시야로 가장 높은 왕국과 가장 낮은 왕국을 보았다고「무자히드J 

는 말하고 있다(알바흐르 1_>. 

76- 1) 이절은 아브라함의 영적 교환의 단계를 말해주고 있다. 그가 별이나 천체를 경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 조상들의 우상숭배를 보고 그는 멀리서 름답게 빛나는 것을 승 
배하는 것은 무익한 것으로 보기 시작했다.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고 그 안에서 

미신을 믿을 수 있었으나 그는 그것이 떳다가 사라지는 어떤 법칙 그것은 창조주의 법칙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5/쒜匕的벼瓦생接쇗 

與跡ᄍ 있以後야셌 L必與班 
©必妙功5版 

쇳明與賊6抄公的域연 1C味 
©성^태■犯必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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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J 보고서 이것이 나의 주님이란 말 
1 이뇨 이것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 큼이라 하더니 그 태양이 사라졌 
! 을 때 백성들이여 나는 이제 너희 
1 가 숭배하는 것에서 벗어남이라 
i 하였더라 

1 名人 도，야厂夕致쒔 <-_병지，入#'—谷5>빼 務 —;'료足'T점짖<과意冗 극테H 

街雜多船 逆此與탄:6與賊 

79. 나는 실로 하늘과 땅을 창조 
1 하신 그분께로 나의 얼굴을 돌렸 
J 으니1> 나는 결코 하나님께 다른 
5 우상을 비유하지 않으리라 
2 

起랑 j해당々必福必“폐遇 J 

© 今“S차。© M 

80. 그의 백성들이 그에게 반론 
하더라1〉그가 이르길 하나님에 관 

1 하여 너희가 나에게 반론하느뇨 
|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셔으니 나는 
을 주님께서 어떤 것을 의도하지 않 
^ 는 한 너희가 하나님께 우상을 비 
5 유함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2》 
용 주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지식안 

에 두셨으니 그래도 너희는 생각 
지 않느뇨 

yruioS 고kid용®3女公以넣己; 

▲聲逆理淑此述部此S 

©6※狂聲切移次次¥ 

81. 너희가 하나님께 비유하여 
^ 숭배하는 우상을 내가 어떻게 두 
- 려워 하겠느뇨 하나님께서는 무 

런 권능도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매 
5 너희는 하나님을 다른 우상과 비 
K 유함을 두려워 하지 않느뇨 어느 

쪽이 안전하느뇨 너희가 알고 있 
1 다면 내게 말하라 하니 

스^抄하^後延^ 

© 匕;雄多향 

82. 믿음을 갖되 그들의 믿음을 
사악함으로 혼돈하지1> 아니한 그 

S 지 

^必후_例않如少收# 

©(“域쑈; J 

j 79-1) 유일신 하나님께만 내가 경배한 것을 나의 신앙으로 하였으니 1 

1 80-1) 유일신에 관한 그들 백성들의 반론 
I 2) 듣지도 못하고 보지고 못하며 이롭게 하지 못하고 해악을 끼치지 못한 너희가 주장한 신들 
1 에 대하여 나는 두려워 하지 아니한다. 

效-1) 믿음과 하나님의 유일성과 비유하려는 모든 행위 
| | 

■我니 "나‘—바라 / 예上:ᅭ기，키 乂기■，왓노:거서^자幻必이 ^^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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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실로 안전함이 있을 것이 
요 그들이 오른길로 인도되리라2> 

83.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부여한 
예증으로1ᅮ 그것으로 백성에게 임 
하도록 하였노라21 하나님은 그분 
이 원하는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여하나니 실로 주님은 지혜와 
아심으로 충만하시니라 

84.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과 야 
곱을 주어 그들 모두를 인도하였 
으며 그 이전의 노아를 인도하였 
으며 그의 자손 가운데 다윗과 솔 
로몬과 욥과 요셉과 모세와 o}론 
을 인도하였노라” 이와 같이 하나 
님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보 
상을 주었노라2> 

85. 자카리이과 요한과 예수와 
엘리야스 모두도 의로운자 중에 
있었노^^ 

2) 선지자 무함마드의 동료들이 “저희가 스스로 죄 짓지 아니한 것이 무엇입니까T라고 선지 
자에게 물었을때，“그것은 너희가 추측한 대로가 아니라 루끄만 이 그의 아들에게 아들아! 

하나님께 어떤 것도 비유하지 말라. 실로 하나님께 비유하는 것은 대단히 큰 죄악이니라 라 
고 말한 것과 같느니라”라고 하였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3권 p■我). 

83- 1) 하나님은 유일신으로 홀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예중 
은 2) 아브라함의 이갈은 영적 교화는 그로 하여금 그 시대의 사람들 위에 있게 되어 그는 그 지 
| 식과 명예로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전하려 기대하고 있었다. 

84- 1) 18명의 예언자는 네가지 부류로 기록되고 있다. 
첫재 부류는 아브라함과 그의 of들 이삭，이삭의 아들 야곱이다. 아브라함은 하나의 성서를 
받은 최초의 예언자였으나(꾸란 87장 18-19절) 지금은 잃어버리고 없다. 그러므로 이들은 
복음을 받은 부류이다. 
두 번째 부류로는 대 가문들의 시조를 이룬 예언자들이다. 다윗과 솔로몬은 유대 군주의 실 
질적 시조이다. 140년 동안 살면서 4대를 보았으며, 그의 생에 말년에는 목축에 의한 많은 
부를 축적한 읍과 또 애굽의 한 장관으로써 훌륭한 업적을 남겼던 요셉은 이 두 종족의 후 
예들이다. 그리고 모세와 이론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지도자들이다. 

2)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었듯이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진실되고 그의 업적 
이 훌륭한 이들에게 보상이 있다는 내용이다. 

務-1) 세 번째 부류로는 고독한 삶을 영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부류이다. 이들은 바로 예수를 
중심으로 한 예언의들의 부류이며 자카리야j 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다. 

심炎)%以:效安(技孝조; 
©路※紙，a松々 

起。삳巧玉妙與 ᄃ策; 
고뵤;수호요占以;와도설보心; 

© (3々'(호t유^W冬;브法多; 

^병병戰致寒授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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興!^拜^^行r] 벼*竹^1역y好”任 

86. 이스마엘과 엘리샤와 요나와 
롯 모두를 다른 민족위에 두었노 
라1》 

87. 그들의 선조들과 그들의 후 
손과 형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을 올바론 
길로 인도하였음이라 

88.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니 그분은 그분의 종복가운데 그 
분의 뜻이 있는자를 인도하심이라 
만일 그들이 그분께 다른 우상을 

비유했다면 그들의 모든 것이 헛 
되었으리라 

89. 이들에게는 성서와 권능과 
예언자의 능력을 부여했노라 그들 
이1》그것을2》믿지 아니 했다면 하 
나님은 그것을 불신하지 아니한 
백성에게 부여하였으리라 

90. 이들은1> 하나님의 인도하심 
을 받은 예언자들이니 그들의 인 
도함을 따르라 일러 가로되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보상을2> 너 
회에게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것은 
백성올 일깨워 주는 것에 불과하 
니라 

86-1) 네 번째 부류로는 은혜를 받은 자로 모든 고난과 싸우며 국가의 위기를 걱정하면서 하나님 
의 길올 지켜 내려온 네 사람으로 구성된다. 아브라함의 장손인 이스마엘의 경우 그가 어린 
애였올때 그와 그의어머니 히갈은 메카에서 열사와 갈증으로 사경에 이르렀으나 잠잠샘의 
물로 생명을 구하였으며 그후 그는 아람 민족의 시조가 되었다.「엘리샤」는 유다와 이스라 
엘의 유대인 두 왕국의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사악한 왕들이 또 다른 민족들이 그들을 위 
협했을 때 그는 많은 기적을 보였고 그의 충고로써 적들이 제지되기도 하였다. 또 요나는 
고래가 그를 삼켜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제되어 그후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의 도시 **니네베”가 구제되었다. 또 롯은 이브라함의 조카로 소돔의 도시가 그의 백성의 
사악함으로 멸망되었을 때 그는 정직한 인간으로써 구제되었다(The Holy Quran Yusuf 
Ali p.312, No.906X 

期-1) 후손들 
2) 그것이란 성서와 예언자의 권능으로 풀이된다. 
그들이 그것을 거역하였으므로 무함마드와 그의 백성들에게 그것이 주어졌다<The Holy 
Quran Yusuf Ali p.313, No.907). 

90-1) 위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예언자들 
2)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한 보상 

©逆선必 

획攻i次賊년炎 
® 在윳과W묘 

향?“心과“〜쇼、※스 k多고 ^ 

⑶썅別萬迫與化雜 

상冬々;卜노상山j 오쇼4少 요고소 
나多 各與技炎^ 방3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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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그들은1> 하나님의 진리를 알 
지 못하고 말하길 하나님은 인간 
에게 아무것도 계시한 것이 없도 
다 하더라 일러 가로되 모세가 인 
간을 위한 빛과 복음으로 가져온 
성서는 누가 보냈느뇨 너희는 그 
것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각각의 
종이에 기록하여 보이며 한편으로 
는 많은 내용올 숨기더라2> 너희는 
너희와 너희 선조들이 알지 못한 
것을 배웠노라 일러가로되 하나님 
깨서 그것을3} 보내셨으며 그들이 
공론에 빠지도록 두어라 하였느니 
라 

92. 이것은1> 축복받은 성서로써 
그 이전에 있었던 말씀을 확증함 
이라 이는 그대로 하여금 그 고을 
의 백성과 그 주변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이니 내세를 믿는 
자는 이 성서를 믿으며 예배를 지 
키 노라 

93. 하나님께 거역하며 거짓하는 
자와 아무것도 계시되지도 아니했 
는데 나에게도 계시가 있었음이라 
말하는자1>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 
시한 것과 같은 것을 계시할 수 
있다 말하는 자2> 보다 더 사악한 
자 누구이뇨 그대는 그 사악한 자 

과쑈松t 넛賊離냥端^^ 

옳과노於⑶棟必私攻섟^ 

카쐈。향後技^)성起여•化 

내接切』貧犯接■妙技後 

多?私在多’쇼 

起^노 

6보초<3方■그^^ 
© 6;每획建匕 (!笑之; 

3i ⑯ 3태冬《쇠 (i타오서 c兵“^器 戶; 
疾0典射^仏4 넜炎 

략취一빼_ 減故 
다양및다。도寒임被】 ^^4^ 

91- 1) 최후의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꾸란을 불신했던 유대인들 
2) 모세를 통해서 계시된 유대인들의 성서에 무함마드가 최후의 선지자로 온다는 사실을 감추 

어 버린 것이라고 :따브리』는 풀이하고 있다(알따 브리 527/11). 

3) 꾸란 

92- 1) “이것”이라 함은 무함마드에게 계시된T꾸란을 말하며 “그 이전에 있었던 말씀을 확중”한다 
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 있었던 내용올 확증한다는 뜻이다. 또 메카 주변의 백성 및 지구상 

의 모든 백성으로 이브느 압바쓰』는 해석하고 있다. 

93- 1) 「무싸일라마」와 .아쓰와드 우느싸」는 계시가 자기들에게 있었으니 스스로가 에언자라고 
주장하였다(샤프와트 타파씨르 제3권 p.84). 

2)「나다르 이븐 하리쓰ᅬ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계시된 절로 그는 언급할 수 없는 그의 어리석 
은 말로써 꾸란을 거命‘였다고「아부 하이얀」은 풀이하고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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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들이 죽음의 고통에서 헤매는 것 
f 을 보리라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펼치며 너희의 영혼을 포기하라 

: 오늘 너희는 수치스러운 벌을 받 
: 으리니 너희는 하나님께 거역하며 
1 거짓하고 그분의 말씀에 거만하였 
1 노라 하더라 

l 

94.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처 
| 음에 창조했을 때 처럼 빈손으로 

홀로 오니라1》또한 너희는 하나님 
f 이 너희에게 베풀었던 모든 것을 
i 너희 뒤에 두며2> 또한 하나님이 
유 너희가 너희일에 중재자로 생각했 
5 던 너희 중재자를^ 너희와 함께 
| 보지 아니함이라 그리하여 너희와 
5 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너희가 
1 주장한 모든 것이 너희를 떠나니 

S 라 

及^5，떼々빠必c j 
■與松公^;效凝滅p I 
고仏⑮빼•資“0敗g ! 

©6；炎장내 1 

i 95. 이삭을 피게하고 씨앗이 열 
매가 되게 하몌> 죽은 것을 살게 

； 하고 산 것을 죽게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거늘 너희는 어떻게 진 
리를 외면하며 유혹에 빠져 있단 

; 말이뇨 

숭김應淑홧 j 
©췌與技•家여功 1 

96. 그분은 또한 아침을 두었으 
J 되1> 밤을 두어 쉬게하였으며 태양 
| 과 달을 두어 시간을 알도록 하셨 
1 으니 그것이야말로 권능과 지혜로 
! 충만하신 그분의 배열이시라 

吹^;_版應心생껫跡 1 
©교■鼓聲 I 

94-1) 현세에서 얻었던 모든 재산과 가족과 자손을 두고 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너 1 
1 회가 하나님께로 집합하게 되나니 그때 너희는 우리(하나님)가 태초에 창조했을 때 처럼 빈 6 
1 손으로 오게 하느니라” 

1 2) 현세에서 축적했던 모든 것은 심판의 날 너희에게 of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j 3) 너희가 하나님에 비유하며 너희 신으로 숭배했던 신들. 

效-1) 죽은 씨앗을 트게하여 그곳으로부터 푸른 잎을 피게하고 그렇게하여 열매도 맺히게 한다고 | 

| :꾸르뚜비』는 말하고 있다(알꾸르뚜비 447). 

96-1) 어둠을 빛으로 깨뜨려 아침을 두시니. “밤의 어둠과 암흑의 아침을 기둥으로 깨뜨리니”라는 J 

j 뜻으로「따브리 j 는 말하고 있다(알 따 브리 554/1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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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하나님은 또한 별들을 두어 
육지와 바다의 어두운 영역을 그 
것으로하여 너희를 안내하고자 하 
였으니 그분은 지혜를 가진 백성 
을 위해 말씀을 세분화 하셨노라 

98. 한 몸에세ᅭ 너희를 창조하신 
후 너희가 머무를 곳과 떠날 곳을2ᅭ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지식이 있는 백성들을 위해 징표 
들을 자세히 설명 했노라 

99. 하늘에서1> 비를 내리게 하사 
그것으로 모든 식물을 움트게 하 
며 그의 일부로부터 푸른 잎들을 
피게 하며 그것으로부터 이삭에 
싸인 낱알을 거두게 하시고 종려 
나무와 그의 줄기에서 그 열매가 
송이 송이 열리며 보기에 유사하 
나 맛을 다르게하여 포도와 올리 
브와 석류나무의 과수원을 두시었 
노라 그것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 
할 때 그 열매로 너희의 눈을 기 
쁘게 하라 하시니 보라 이 안에는 
믿음을 가진 백성들을 위한 예증 
이 있노^^ 

100.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서 창조한 영마를1> 그분께 비유하 
여 거역하고 있으며 그들은 또한 
무지하여 하나님께 아들과 딸들이 

一致切남혜參紙※被炎 

©乂빼.빠起빼 

[^5 W성여心; 

在0와切^ 

必必？생ᄄ與與接 
巧하j 넣대소나3 행)占！》밖타〉 

tpa 遊度切法 
® 必:낮篇^ 細被 

다Si;多?^功冬심炎江?*; 

속 여 ©빠棟數^ 

은행潔 
98-1) 아담、 • 사 

2) 머무를 곳을 어머니의 자궁으로, 떠날 곳은 인간이 임종하는 대지위의 어느 곳이라고 이브 
누 마쓰우드」는 말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머무를 곳을 대지위로 떠날 곳은 대지밑으로 
풀이하는 해설가도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3권 P.87). 

99- 1) 생성케하여 
2) 이렇게 모든 식물과 과일과 곡식을 창조하시는 분은 죽은자를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예증(타프씨르 알자우지 96^3) 

100- 1) 진「Jims] 란 무엇인가? 

꾸란 8장 50절에 “이블리쓰”는 “진” 가운데 하나라고 묘사되고 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2절과 또 다른 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부복하라 천사들에게 명령했을 때 “이블리쓰”를 제외하고는 순종하였다. 이것은 “이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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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면년스^^^변^^^^^^^^원년約按러g교■년께我於按정빼歡 

있다고 하더라2> 그분께서 영광을 
; 홀로 받으초서 그분은 그들이 묘 
사하는 것과 전혀 다른 고귀한 분 

1 이시라 
! 

101.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 
^ 하셨음이라 그분께는 배우자가 없 
I 는데 어떻게 자손이 있느뇨 그분 

이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그분이 
; 모든 것을 아심이라 

와^있效^ 
©했껴多내빼炎私必 ： 

102. 그분이 하나님이a} 너희 주 
J 님이시거늘 그분 외에는 신이 없 
으니 그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노 

1 라 그럼으로 그분을 경배하라 그 
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라 

| 

炎賊與接묫故5뺐재3換此效 3 

! 

103. 하나님을 인식 할 수 있는 
시각은 없으나 그분에게는 모든 

^ 시각이 있으시니 그분은 자비와 
아심으로 충만하심이라1> 

■賊31劉 幻以後대%例 
©寒! 

104. 실로 주님으로부터 너희에 
을 게 예증이1> 도래하였으니 그 진리 

를 보고 믿는자는 자신의 영혼을 
: 위함이요 눈이 어두운 자는 스스 
:; 로에게 악이 되나니 나는 너희들 
i 을 위한 보호자가 아니라2) 
| 

며篇於突요닛技찾策徒 
©봄次海처始端과 5 

쓰”가 천사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여 주고 있다. 

여러 구절에서 “진”과 인간이 동시에 언급되고 있다. 꾸란 55장 14-15절에 인간은 흙으로 
부터 창조되었고 한편 “진”은 화염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묘사되고 있다. “진의 근원은 

1 “자난”, “야잔누”로 그뜻은 “감추어졌거나 숨겨진”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능동태형일 때 
의 뜻은 “숨기다 또는 감추다”란 뜻을 갖고 있다.(6장 76절)” 그래서 일부 학자는 “진”이 1 
인관속에 숨겨진 자질이나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다른 학자들은 언덕이나:숲속에 감 I 
추어진 야생적 부족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꾸란 여러 구절에 나오는 “진”이 암시하 
는 내용으로 보아 어떤 하나의 혼 또는 악마이거나 보이지 아니한 힘이라는 것으로 해석 
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풀이라고 본다. 1 

2) 아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딸들이라 하였다. | 

1 103-1) 현세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없으나 내세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이것 
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이들에게만 있는 것이라고「이브누 카씨르1는 말하 
고 있다(사프와트 타과씨르 제3권 p.89). 

104-1) 모든 설명과 복음이 들어 있는 꾸란(타프씨르 이브누 알자우지 99저) 

2) 무함마드 너는 말씀을 전달하고 사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벌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경고 _ 

자일 뿐. r■緣■寒M幽^■按無■»醜雜■__殘，_«雜理_强，，_^g 



105. 그렇게하여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징으로 말씀을 설명하도다 
그들은1> 말하길 그대는 공부하여 
그것에 이르렀느뇨2) 라고 하더라 
하나님은 아는 백성들을 위하여 
그것을 설명하리라 

106. 주님으로부터 그대에게 계 
시된 것을 따르라1] 그분 외에는 
신이 없노라 그리고 우상 섬기기 
를 그만두라 하셨노라 

107. 하나님의 뜻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다른 것을 그분께 비유하 
여 거역하지 아니했으리라1> 하나 
님은 그대를 그들위에 감시자로써 
그리고 그들의 위탁자로서 두지 
아니 했노라 

108. 그러하매1ᄉ 하나님 외에 다 
른 것을 숭배하는 그것들을2> 험담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무 
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함이라3〉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각 
백성에게 그렇듯 장식하여 그후 

105- 1) 불신자들 
2) “무함마드 그대는 성서들을 공부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읽어 이 꾸란을 가지고 왔느 
뇨?” 라고 불신자들은 말하였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30권 p.105). 

106- 1) 무함마드여!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계시한 꾸란을 따르라. 

즉 그들 불신자들의 말에 그대 마음과 그대 생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생각 
하고 마음을 쓰라는 뜻으로 ᅳ꾸르뚜비』는 풀이하고 있다(알꾸르뚜비 60/7). 

107- 1) 하나님께서 그들 불시자들을 인도하시고자 뜻을 두셨다면 그들은 인도하셨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뜻하는 대로 하시나니 

108- 1) 메카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이 아부 딸립」에게 무함마드가 그의 동료들이 그들의 신들을 
험담하는 것을 단념하고 그의 신을 험담한다면 그들은 그를 따르겠다고 말하자 이 절이 
계시된 것으로 꾸르뚜비』는 풀이하고 있으며「아쓰바브 알누줄』이란 책 127에서는 "우리 
의 신들을 험담하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대 주님을 따르리라”라고 하자 이 계시가 내 
려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 불신자들이 숭배한 신들과 우상들. 

3) ■•우리의 신들을 험담하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는 그대의 주님올 따르리라”고 불신자들이 
말했을 때, 우상올 숭배하는 그들을 험담하라 말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으로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이브누 카씨르 607/1). 

때 이해 심31쇼^公 
©(I然終I 

앙⑭셌호햇占휀細代 M 
©述，々 

화흡최다逆在冗 此1延違 

公;。仏‘포、회主현， 

©최찌;分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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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로 귀의하게 하였노라 그리 
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행했던 모 

1 든 사실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109. 그들은1》하나님께 크게 맹 
세하였으니 그들에게 예증이 이르 
렀을때 그들은 그것으로 믿었으리 

5 라 일러 가로되 실로 모든 예증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노라 그러나 

i 그들에게 예증이 있으나 믿지 아 
! 니하니 무엇으로 그대들을 알게 
5 하리요戶 

多^應炎功서改^viPS! 
t■延소以획氏있a회 J 

110.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시 
유 력을 혼돈케 하리니 이는 처음에 
J 그것을 믿지 아니한 것과1> 같게하 
I 여 그들을 사악함 속에서 방황케 
1 두리라 

과■■技切직나與; i 

1 in. 그들에게” 천사들을 보내 
i 고 죽은자가 그들에게 얘기를 하 
우 며 모든 것들을 그들 앞에 모이게 
! 하였더라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 
:: 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있는 

것에는 제외되었음이라 그러나 그 
5 들 대다수는 진리에 무지하더라 

허빼획!셨逆 
街*起!^5起聲必於. i 

않然，；技，: 

112. 그리하여 각 예언자를 위해 
: 서도 인간과 영마 가운데서 사탄 
3 을 두었으니1ᅭ 그들은 서로가 서로 

必싶드 나상민5상쇠丄그 0起d우과!)S 
次여，^^ 

1 109-1) 맥카의 불신자들 n 
i 2) 불신자들이 단순한 고집을 내세운다면 그들을 인식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 1 
1 의 기적보다 자세하고 완전한 기적의 얘기는 없다. 예수가 말하길 “악하고 음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었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띠나가시다 
(마태복음 16장 4절)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표적을 보였다. _ 겨 

{ 110-1) 최초에 꾸란이 계시되었을 때 믿지 아니한 것. 

1 111-1》메카 불신자들에게 
명 

112-1) 그대의 적인 불신자들로 그대를 시험하였듯이 우리(하나님)는 그대 이전 예언자들을 사탄 
과 인간과 영마로 시험하였으니 그대 무함마드도 이전 예언자들이 인내하였둣 인내하라. 
이는 곧 인내하는 자의 보상을 더 크게 하고자 함이라(사프와트 타파씨르 제3권 p.敗). 



를 기만하여 거짓을 조성하더라 
그대의 주님께서 뜻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렇지 아니했으리라 그러 
하매 그들이 거짓한 대로 두라 하 
셨노라 

113. 내세의 믿음이 없는 자 그 
들의 마음이 거기에 기울이고 거 
기에 기뻐하게하여 그것으로 그들 
이 얻으려 하는 것을 얻을 수 있 
도록 하리라” 

114. 일러가로되 내가 하나님 외 
에 누구에게 심판을 구하겠느뇨” 
너희에게 그 성서를ᄍ 보내시어 명 
백히 하신 분이 그분이시라 그 성 
서를 받은 그들은3> 그것이 그대의 
주님으로부터 계시된 진리임을4ᅮ 
알고 있나니 너희는 의심하는자 
가운데 있지 말라 하였노라 

115. 그대 주님의 말씀이 진리와 
정의로 완전함이니 그분의 말씀을 
변경할 자 o}무도 없노라 그 분은 
모든 것을 들으심과 아심으로 충 
만하시기 때문이라 

116. 그러므로 그대가 지상의 사 
탐들을” 따른다면 그들이 하나님 

의 길에 있는 그대를 유혹하리라 
그들은 공상을 따르고 거짓을 말 
하고 있을 뿐이라 

©최從빼빠^ 

I생뇨 一보요la參 So士一上)그4? 

혀■接後、，與化技雄I 系T 
2)5이Sf 述與起S 

쌔士述유 炎多。 

©해“SJ 此 

남,^仏》3쇼“。⑯ 이!戶多打.교5 

113- 1)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능력에 의한 것으로 모든 각각의 예언자들은 이들중 
에 각각의 적이 있었다고 •이브누 카씨르』는 풀이하고 있다(아부 싸우드 131^). 

114- 1)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이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우리와 그대 사이 
를 심판하여 보라. 만일 그대가 유대인과 기독교의 장로들을 원한다면 우리가 그대에 관하 
여 그들 성서에 있는 그대 일에 관하여 알려주리라”고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 
다(알바흐르 알무히뜨 206/4). 

2) 꾸란 
3) 유대인과 기독교인 학자들 
4) 꾸란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진리로 그들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116-1) 지상의 사람들이란 유일신을 믿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올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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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실로 주님께서는 누가 그분 
의 길에서 방황하는 자이며 그분 
의 인도하심을 받을 자：가 누구인 
지를 알고 계심이라 

與切““않次i雄逆겠 ： 

1 
118.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고기를 먹되 그 
분의 이름으로 도살된 것을 먹으 
라1, 

©起品與고起i必必P좌^ I 

119.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된 것을 먹지 않는 이유가 무 
엇이뇨 그분께서는 금지된 것과 
불가항력의 경우를1> 너희에게 자 
세히 설명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이 
무지하니 많은 것들이 그들을 유 
혹하더라 주님은 거역하는 자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시니라 

과《빠폐1갰i 
에突冬多技섰 ： 

多라乂넉: 조t보양“ 
® 폐L 

120. 보이는 죄악도 보이지 않는 
죄악도 모두 버리라 하였으니 저 
지른 죄악은 그가 저지른 죄악으 
로 보상을 받을 것이라 r 

:A 

121.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되 
지 아니한 고기는 먹지 말라 그것 
은 죄악이니라1> 그러나 사탄은 그 
들의 동료들로 하여금 너희와 논 
쟁토륵 고무하도다 만일 너희가 
그들에게 복종한다면 너희는 실로 
불신자들이라 

빼授폐 ■ : 

©패德乂쑈抑 tj 

118-1)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짐승을 도살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하라, 

불신자들이 믿는 이들에게，“너희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살해하지 
도 아니하고 너희가 살해한 것을 먹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라고 하자 본절이 계시 
된 것으로 계브누 압바쓰j 는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3권 p.93). 

119-1) 불가항력의 경우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또는 전쟁이나 어떤 사태로 인한 기아상태에서 
야기되는 죽음으로 부터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금지된 음식이 허락되는 경우를 의미한다(제 

5장 4절 참조). 

121-1) 제단 또는 제사 및 우상 숭배 목적으로 도살된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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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죽은자에게 생명을 주고 그 
에게 빛을 주니 그는 그것으로 사 
탐들 사이를 걸으매 그가 결코 나 
올 수 없는 암흑에 있는 자와 같 
지 아니하더라 그렇듯 믿음이 없 

는 자들에게 그들의 행위가 그럴 
듯하게 보이니라1> 

123. 그리하예ᅭ 고을마다 사악 
한 자를 두니 이들은 그 안에서 
음모를 꾸미더라 그러나 그들이 
음모함은 단지 그들의 영혼을 음 
모할 뿐이나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함이라 

124. 그들에게 예증이 있을때면1J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것과 똑갈은 
것이 주어질 때까지 우리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더라 하나님은 그분 
의 메세지를 수행한 곳과 방법을 
아심이라2> 사악한 자들은 곧 하나 
님 앞에서 굴욕과 그들의 음모에 
대한 대가로 엄한 벌을 받으리라 

125.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인도하 
고자 하는 자를 위해서는 그들의 
가슴을 이슬람에로 열었으며 그분 
의 뜻이 있어 방황케 하고자 하는 
자를 위해서는 그들의 가슴을 좁 
게 하시니 이는 그들이 하늘에 오 
르는 것과 같더라 이렇듯 하나님 

노빠해比^;成제 
"以 타다 (고춧■쇼⑮ 想 I d 

典대幽성의接: 

，최라分t必 

起생其以방幽々必物^ 
均。公以않회接■ᆻ技此 
冬다타■炎다돼 속 

©6i炎與均以 

以典太‘※。必:以쑈起於 

g◎多@ 此I ※成孤必均 
©은호견양 

122- 1) 이 절은 신성한 임무를 가진 선인과 악의 임무를 가진 악인과를 비유하고 있다. 영적 삶을 
갖기 이전에는 죽은자와 다를바가 없으나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 삶을 주고 빛을 주어 그 
것으로 그가 걸어갈 길을 안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안내한다. 그러나 그와는 반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자는 암흑속에서 살며 선을 실천하려는 모든 일에 음 
모와 술책을 일삼는다. 그러나 그가 음모하는 악이 선인을 해치리라 생각하나 그 악은 오 
히려 그에게 돌아오며 선인은 그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진리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게 

된다. 

123- 1) 메카에 사악한 자들을 두었듯이 

124- 1) 선지자 무함마드의 진실에 대한 분명한 예증이 그들 불신자들에게 있을 때마다. 

2) 하나님은 누가 매세지를 받을 자인가를 알고 계셨으니 불신자들인 아부 자홀】이나「왈리 
드 이븐 무기라』가 아니라 가장 정직하고 믿음이 두터운 무함마드를 아시고 계셨다. 

盡^錢後^■法^^^^^^^^^^^■抑，«■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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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 믿음을 거역하는 이들 위에 벌 
5 을 내리심이라1> 

126. 이것이 그대 주님의 바른 
1 길이라 백성을 위해 계시를 내렸 
| 으니 그들이 이를 상기하기 위함 
j 이라 

4홧심少 技냥浴#의과서公S 

© 心多@ j 

127. 그들을u 위해 그들 주님안 
: 에 평화로운 집이2> 있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니 
J 그들이 참됨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최 

128. 어느날 그분께서는 그들 모 
S 두를 모이게 하사* 말씀이 계시리 
1 니 영마의 무리여 너는 많은 사람 
i 들을 유혹하여 방황케 하느뇨1> 이 
3 때 사람 가운데 무리가 주여 서로 
!; 가 이익이 되나이다 그러나 저희 

는 당신께서 정하신 기간에 이르 
8 렀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길 지옥 

의 불이 너희 주거지 이거늘 그곳 
1 에서 영원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 뜻이 있는자는 제외라 실로 주님 

은 지혜와 아심으로 충만함이라 

쌌紀一抄 其 
추棟。휀义빼 o銳쳤版 
能방고秘功띠 t遊1o즛接公: 
상淑技삔延^^脚 ( 

後:藏 1 

| 1251)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까드하”와 “까드르”이다. 그 계획은 불변이며 그것이 바로 그 
1 하나님의 의지이다. 그것은 육체적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세계에서는 정의와 자 :: 
1 비와 은혜와 징벌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때 인간이 믿음을 거역할 때 그는 신 1 

의 반역자가되어 그의 사악함은 더욱 가속화된다. 그래서 그는 영적 삶을 갖을 수 없게 될 축 
1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도 없게 된다. 또한 그가 하나님의 자비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신적 S 
( 삶과 회복은 마치 하늘에 을라가는 것처럼 어렵게 된다. 
1 한편 예수는 이 진리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1 
1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마가복음 4장 2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하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 _ 
1 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을 수 없다 하였노라 하 
' 시니라”(요한복음 6장 技절) 봉 

{ 127-1) 하나님을 믿는 그들 
1 2) 천국 

\ 128-1)「진」: 4장 100절 및 해설참조 f 
_ “서로의 이익이 된다” 함은 현세적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 
j 님을 거역함에 이익을 얻고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의한 현실적 오락과 유회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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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그리하여 하나님은 무리의 
죄인들에게 그들이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벌을 내리니라 

130. 영마와 인간의 무리여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선지자들이 
왔으니 너희들에게 나의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이 맞을 이날을 경 
고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니 그렇습 
니다 우리에게 경고하려 왔음을 
목격했습니다 라고 하더라 이렇게 
현세의 삶이 그들을 기만하니 그들 
은 그들 스스로에 역행하는 중언을 
하매 그들은 불신자들이더라1ᅮ 

131. 그것이 바로1> 주님께서 경 
고하지 아니하고 고을을 부당하게 
파괴하지 않는 이유라 

132. 누구나 그가 행한 행위에 
따른 업적이1ᅩ 있거늘 주님은 그들 
이 행하는 모든 것에 모르심이 없 
느니라 

133. 주님은 완전하시고 은혜로 
충만하시며 그분의 뜻이 있으매 
너희를 멸망케 하실 수 있으며 그 
분의 뜻이 있는 자를 너희 자리에 
두시니 그것은 다숄 백성의 후손 
에서 대신케 하실 수 있노라 

134. 너회에게 약속된 모든 것은 
너희에게 도래하나니 너희들은 피 
할 수 없으리라1> 

端心炎X: 섰냐影졌次쑈 
■多多心육 

§^從起 IL多^ 以一與必i 

©G 必#섰때沙뼈않 I 

^요붉사與췌죄쑈:녕到) 
©이?유 

1今三以그乂◎과人， 
。多棟改每IS夕必。다때 

約與 

© (1사5다고^、신 6;쇼匕 6노 

130- 1) 선지자들이 복음의 전달자로써 그리고 경고자로써 그들에게 왔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부 
정하고 거역하였다. 이는 곧 현세적 오락과 물욕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 그들을 기만한 것 
이다. 

131- 1) 선지자들을 인류에게 보낸 것을 일컬으며 먼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 
고 경고하여 그들이 올바론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냈다. 

132- 1) 업적이라 함은 그가 선을 실천하였을때 그의 업적은 선이 될 것이며，그가 악을 저질렀을 
때는 그의 업적은 악이 된다. 

134-1)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낸 하나님의 복음과 경고가 완성될 것이며 어느 무엇도 하나님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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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일러가로되 백성들이여 너 
회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실로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리라15 곧 내 
세에서의 결과를 알게 되리니 실 
로 죄지은 자들은 번성치 못하리 
라 

136. 하나님이 곡식과 가축을 풍 
성하게 하사 그들은 그것으로 그 
분의 몫을 할당하며 그들의 생각 
대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요 이것은 우리의 신들을 위한 몫 
이라 말하더라 그러나 그들의 신 
들의 몫은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 
나 하나님의 몫은 그들의 우상에 
이른다고 판단하는 그들에게 사악 
함이 있으리라 

137. 또 그들이 믿는 신과 우상 
은1> 불신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 
손들을 살생하는것 까지도 훌륭한 
것이라 유혹했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를 멸망케 하 
고 그들의 종교를 혼란케 하고자 
함이라 하나님께서 뜻을 두셨다면 
그들이 그렇게 행하지 아니했을 
것이라 그러나 그들을 그리고 그 
들이 날조한 대로 두라 

138. 그들이 말하더라 이것들은 
금기된 가축이요 양식이라 우리가 
원하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것 
을 양식으로 할 수 없도다 또 그 

피65必必,文‘於於보그必必 
냉:SJ' 와 성&u고，그 

c 박호=心의'oJ十☆소'느 \^\jo 

©己Ji이.匕’九가冬강冬소 JL 公성 쇼 

“의1고兵되(I호;•冬; I 

名그쑈쌌그匕쑈d玉與다。J 
©U文八서、선 :: 

소^]^ 

깃고1犯，식於쑈당사솨位 

획을 막을 것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6장 1幻절 해설 참조).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무함마드로 하여금 그가 계시받은 것에 충실하도록 하 
고 있으며 한편 불신자들이 불신하고 거짓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하고 싶은대로 하도록 
두고 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선과 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그분의 심판하심은 항상 정 
의와 진리이기 때문이다. 

135-1) 주님께서 그분의 종교를 위해 나 무함마드에게 명령할 뿐이라. 

137-1) 아랍국가들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미신으로 믿었던 그들의 잡신과 우상숭배 사상은 이 
따금 인간을 회생시키기도 했다. 그러한 인간의 회생은 우상숭배와 미신적 신앙 및 관습에 
의한 하나의 성스러운 의식으로 유혹에서 온 것으로 본다. 



목，幻ᄄ is챗으必#a匕必接 
必篇以러빼端炎於그 

© 혼벼여句法p延흣 

들은 이것은 금기된 가축이매 그 
것의 등에 짐을 싣지 말며 그 A 
축을 도살하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된다1> 하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거짓으로 거역하 
니 그분께서 곧 그들을 그들의 거 
짓함에 대한 보상을 주시리라 

139. 또 그들이 말하더라 이 가 
축들 태내의 모든 것은 남성을 위 
한 양식으로 여성에게는 금기라 
그러나 사생아가 태어난다면 그것 
은 모두가1> 그안에 함께 했음이라 
하더라 그들의 거짓함에 벌을 내 
리시리니 그분은 지혜와 아심으로 
층만하심이라 

140. 알지못한 어리석음으로 인 
하여 그들의 자손을 살해하고1> 하 
나님이 그들을 위해 주신 양식을 
금기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하 
는 자들은 이미 잃어버린 자들이 
거늘 그들은 방황하여 바른 길을 
따르지 못하더라 

141. 포도의 정원을 두시매 시렁 
이 많은 것과 없는 것을 두시고 
종려나무를 두시매 그의 열매를 
주시며 그 열매를 주시매 여러 가 
지로 주시고 올리브와 석류와 유 
사한 것과 서로 다른 것을 주신 
분이 그분이시더라 그러므로 그 
열매가 억을때 먹고 수확하는 날 
이슬람세를 바치라1> 그러나 낭비 

고세^요*;iSlS;, 난}《교r나 노3 
分i 永성他;^!本 

H 구느iP조 다우 ti화今^系; 
炎1鄭 殘!;次版쇠% 

있딨보계고!松^^始^ 
石松的고到TStiP。與 
路犯]版逆的과 

138-1) 불신자들은 가축과 곡식을 그들의 잡신을 위한 것으로 그들의 잡신 외에는 금지된 것이라 
고 하고 있으며，가축을 도살할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써가 아니라 그들 잡신의 이름으 
로 도살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제5장 5절 및 해설 참조). 

139ᅭ 1) 남성과 여성 

140-1) 가난과 가몸이 두려워 여아를 생매장 했던 이슬람이전에 살았던 아랍인에게 계시된 것으 
로 풀이되고 있다고「잠카샤리」는 해석하고 있다(알카샤프 57/2). 

1411) 마른 곡식의 무게를 달아 무게를 알게 되는 날 의무적으로 이슬람세를 내야 한다는 내용 
으로「이브누 압바쓰j 는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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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말라 했으니 하나님은 낭비 
하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심이라 

142. 가축가운데는 짐을 실을 가 
축이 있고 고기로 사용할 가축이 
있노라1》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양식으로 주셨으되 사탄의 발걸음 
을 따르지 말라 했노라 그는2》실 
로 너희에의 적이니라 

143. 여덟 종류의 가축을 양식으 
로 주셨으니 양의 암컷과 수컷이 
며 염소의 암컷과 수컷이라 불신 
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금기하심이 두 마리의 
수컷인가 아니면 두 마리의 암컷 
인가 아니면 두 마리의 암컷의 태 
안에 있는 것인가 너희가 진실함 
이라면 사실로써 내게 말하라 

144. 두 마리의 낙타와1ᅭ 두 마리 
의 소를^ 양식으로 주셨으니 일러 
가로되 너희에게 금기 하심이 두 
마리의 수컷인가 아니면 두 마리 
의 암컷인가 아니면 두 마리의 암 
컷의 태안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 
깨서 그러함을 명령하실때 너회가 
목격하였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거 
짓하는3> 자보다 더 사악한 자 없 
나니 이들은 o}무런 사실없이 백 
성들을 유혹하더라 실로 하나님은 
죄지은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아니 
하시니라 

技必在氏Jj요此與성炎典冗七 
©往然떼 5 

쌌成^대;衣햇;災ji 從 

©起나고必‘고행以免版1 

獻쌌죄태;沒逆(必多 
고kt(그!到 皮 I：多느^ 노나우s 今!交 

햇사잃冬?!느 lP빈、스^3j? 士切 cKi系 I 

142-1) 가:물라』는 짐을 실어 나르거나 사람의 교통으로 이용하는 가축을 말하고，「파르샤」는 고 
기나 우유로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3권 p.102). 

2) 사탄 

144-1) 수컷과 암컷 
2) 수컷과 암컷 
3) 그들 불신자들은 때로는 동물의 수컷올 금기하였다고 말하고 때로는 암컷을，때로는 새끼 
들을 금기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아부 싸우드 14分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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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일러가로되 내가 말씀으로 
계시를 받은 것 가운데서 죽은 고 
기와 피와 돼지고기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를 
제외하고는 먹고자 하는 자가 먹 
지 못하도록 금지된 것을 발견치 
아니했노라 그러나 필요하여 또는 
알지 못하여 금지된 것을 먹었을 
경우에는 죄악이 아니거늘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은혜로 충만하심 
이라 

146. 유대의 율법을 따르는 이들 
에게 금기하사 굽이 갈라지지 아 
니한 모든 짐승은 먹지 말라 하고 
소와 양의 지방질도 금기하되 둥 
에 불어 있는 것과 장에 붙어 있 
는 것과 뼈와 섞여있는 것은 제외 
했노라1》이것은 그들이 저지른 대 
가에 대한 보상이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하였노라 

147. 그들이 그대를 거짓으로 비 
난한다면 일러가로되 주님은 은혜 
로 충만하심이나 죄지은 백성은 
그분의 노여움을 피하지 못하리라 

的많於旧想셨切심^ 

c，상쓰왓■노때 보학나技i 
© 6冬 公^i表?^강^ 

따내라설此드P; 

士떠 tU ⑩次，화고와 
© 6多'5?십沒上;1—은今;응수)？* ‘호1) 

성요9夕외호 6앞 맹 系핑 
® 내? 

146-1)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살해하고 이자놀이와 부정하게 타인의 재산을 몰수하는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갈은 벌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구약 레위기 11장 3-8 

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 
회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 
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 
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회 
에게 부정하리라”(레위기 11장 3-8절) 한편 유대인 율법에서 식용으로 금기된 낙타와 집 
토끼 및 산토끼가 이슬람에서는 허용되고 있다(꾸란 4장 160 비교). 소의 기름에 대하여도 
레위기 7장 幻ᅳ24절에서 예시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스라엘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스스로 죽 
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또 
기름과 내장에 덮인기름 및 지방질에 관하여 래위기 7장 3ᅳ5절은 “그 모든 기름을 드리 
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올 콩팥과 함께 취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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按^별■的해料별주■무^我理因^，꺅在p■想^^를병 

148. 불신자들이 말하도다 하나 
님의 뜻이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 
분을 불신하지 아니 하였으며 또 
한 우리의 선조들도 그러했으리라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도 금기함이 
없었으리라 그들 선조들이 이 렇듯 
거짓하매 그들은 하나님의 노여움 
을 받았느니 일러가로되 너희가 
확실히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 
리에게 보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공상을 따를 뿐이니 너희는 거짓 
함에 불과하니라 

149. 일러가로되 하나님의 예증 
이 있었노라 그러므로 그분의 뜻 
이 있었더라면 실로 그분께서 너 
희 모두를 인도하셨으리라나 

150. 일러가로되 하나님께서 이 
것과 이것을 금기 하였다는 것을 
증인하는 증인을 이르게 하라 그 
들이 그러한 증거를 이르도록 했 
었다 하더라도1〉그대는 거짓하는 
그들 가운데 있지 말며 또한 말씀 
을 거역하고 내세를 믿지 아니하 
며 그들이 주님에 다른 것을 비유 
하는 이들의 거짓 욕망에 따르지 
말라 일렀노라 

151. 일러가로되 내게로 오라 내 
가 하나님이 금기하신 것을 일러 
주리라 그분께 무것도 비유하지 
말며 그대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난을 구실로 너희 자손을 살해 
하지 말라 너희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리라 또한 나 
타나는 것과 나타나지 않는 죄악 

향향低地技보!#姑方始P 
心必◊谷我分接。反요的;與I 
多육於雄此。多 IS 各人與占 
述，，와私어J技와一 

©《述數， 

^ 以版방技分均여抄I典雄 

쇼 h!犯;(技※、々 :公九必 ilJ巧 
⑤射以부앗야一顧私策 
※했교與 射往하해 

© sMi 

시보^5,接I多匕例i版接 
^炎射핵必射와조에與화 
I: 泰例나현J多能)—匕J 
免技※過，，힛여ᄃ災4고 

©6보與效2성文^災나多자 

149- 1》그들 아랍 불신자들에게 말하라，‘‘만일 너희에게 예중이 없다면 하나님깨는 분명한 예증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어 너희 모두를 믿음으로 인도하셨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믿음과 불신을 스스로 택하도록 자유의 선택을 두시어 그분의 목적을 이루 
시도록 하셨느니라” 

150- 1) 그들 불신자들이 중인을 데려와 거짓 중언을 하게 하더라도 

因織活^因^빼■해，期 隨^，■寒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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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까이 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신성시한 생명을 살해하지 말라 
그것이 그분께서 너희에게 명령하 
여 지혜를 배우도록 한 것이니라1> 

152. 고아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고아의 재산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의 복지를 위한 것은1ᅭ 제외라 
치수와 무게를 공평하게 하라2> 누 
구에게도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주지 아니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짐을 주시노라 너희가 말을 할 때 
는 정직하게 말하라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하 
나님과의 성약을 지키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여 기 
억하도록 한 것이니라 

153. 실로 이것이 바른 길로 인 
도하는 나의 길이니 그것을 따르 
되 다른 길을 따르지 말라 그것은 
너희들을 그분의 길로부터 탈선케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니 정직하라 

154. 모세에게 성서를1ᅮ 주었으 

& 대여넜 Vjt설0能;攻도 
성있넨⑶ I 典例、技따Q 

나숏1义延Si 다^씼延요 
® (⑶珍幻셔免많雄태 

… H셨起松，^어서쑈疏 

多德상》獻더 接 

151- 1)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께 다른 것을 비유하지 않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다. 즉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효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신성한 길로 인도되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생명을 바쳐 순교하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 
지 아니한 살생을 제외하고는 인간의 생명은 물론 모든 생명체를 살생해서는 않되는 것으 
로 풀이 되고 있다. 또한「하디쓰」에서도 생명의 신성함이 다음과 같이 풀이되고 있다. “무 
슬림의 피는 다음 3가지를 제외하고는 피를 홀려서는 아니 되나니 간음한 미혼자，살인자， 
그의 종교를 버리고 공동체를 이탈한 자”가 그것이니라.「부카리와 무슬림j 

152- 1) “그의 복지를 위한다”는 것은 두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고아가 성장할 때까지 
그 고아가 필요로 한 것과，둘째는 그 고아 대신 위탁받은 자가 고아의 재산을 중식시키는 

일이라 풀이되고 있다(이브누 압바쓰X 
2) 치수와 무게를 공평하게 하라함은 고아의 재산을 위탁 받은 자는 고아가 성숙할 때 그 재 
산을 돌려주되, 이때 적당한 양육비를 제외하고는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 
됨 

154-1) 구약성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과 금기한 것을 믿음과 선행으로 실천하도록 하였고 실천하 
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기 위해 모세에게 구약성서를 계시한 것으로 f따브리」는 풀 
이하고 있다(알따브리 236/12). 



제 6장 안 암 : 155〜158 245 

1 니 바른 일을 행하는 이들을 위해 
3 나의 은혜를 완성하고자 했으며 
1 모든 것을 설명하여 주고자 함이 
1 며 복음과 은혜로서 믿음을 가진 
1 자들이 그의 주님을 영접하도록 
i 함이라 

©政多端路피"仏紅성1藏및 

155. 이것은1> 하나님이 축복으 
! 로 계시한 성서이거늘 이것을 따 
! 르라 그리고 공경하라 그리하면 
f 너희가 은혜를 받으리라 

災고;迎歌^헸比해效1的、 

156. 그 성서는 우리 이전 두 백 
I 성에게만 계시되었으니 우리는 실 
! 로 그들이 읽은 것이 무엇인지 알 
1 지 못하도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 
1 도록 함이라1> 

형占과多때a■涉^ j 

© 安% i 

157- 그 성서가 우리에게 계시되 
§ 었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바르게 
| 인도 되었으리라 말하지 아니하도 
! 록 함이었으니 이제 너희에게 주 
:ᅵ 님의 예증”과 복음과 은혜가 도래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 
불 여 그로부터 등을 돌리는 자보다 
J 사악함이 없노라2> 하나님은 그분 
I 의 말씀에 등을 돌리는 자들에게 
! 그들의 거역함에 대한 대가로 무 
1 서운 벌을 주리라 

ᄐ새^心■때1 

갖너쇄炎i최接“호 ； 

니故짰않여러域 : 

© 々、々多당 5 

158. 천사들이 그들에게” 오지 
5 않기를 바라느뇨2) 아니면 주님과 

故》疏遠고텍않께述以 S 

ᅮ 155-1) 인류의 복음이요 현세와 내세의 행복으로 무함마드에게 계시한 꾸란 

j 156-1) 심판의 날 “우리에게는 성서가 계시되지 아니했고 유대인과 기독교인 두 백성에게만 계시 
1 되어 우리는 그 성서안에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하지 못ᅪ도록 이 꾸란을 최 
| 후의 선지자 무함마드를 통하여 계시된 것으로 해석된다. 

| 157-1) “예증”은「꾸란』과 선지자의 생애와 가르침을 일컫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S 
1 2) 꾸란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신하여 믿지 아니한자 | 

j 158-1) 불신자들 | 
| 2) 불신자들의 영혼을 조아리는 천사들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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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예증이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느뇨3> 주님의 말씀이 도래하는 
날 이전에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선을 실천하지 아니한 자가 그때 
에 그것들을 믿으려 하는 그에게 
는 그것이 유용하지 못하니 일러 
가로되 기다리라 우리도 역시 기 
다리고 있노라4> 

159. 실로 종교를 분열시켜 파벌 
을 조성하는 자 있도다1〉그러나 
그대는 그들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들의 일이 하나님께로 이르니 
그분께서 그들이 저질렀던 모든 
사실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160. 선을 실천한자 그에게는 열 
배의 보상이 있으며 악을 끼친자 
그에게는 그와 갈은 것 외에는 다 
른 것이 보상되지 아니하니 어느 
누구도 부정한 대우를 받지 않노 
라1》 

161. 일러가로되 실로 나의 주님 
께서 나를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 
하였으며 그 길은 바로 아브라함 
의 믿음이요 진리의 길이라 또한 
그분은1〉하나님께 무것도 비유 
하지 아니 했노라 

심 k■■巧그도;;향과상 J속 
(상!》&◎그;今T(쑈文뇨公&、 

ᅪ 必 仏接與 

kt화爲섧松必技※難起給 

엔S 炎故%^^ 

© 公逆 

향⑯:我^획넘I경;〜々:섯3호 

3) 심판의 날 주님께서 이르러 피조물을 분리하기 위해서 또는 태양이 서쪽에서 뜨는 그러한 
예증을 가져올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4) “기다려라 우리도 역시 기다리고 있느니라” 즉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의 기다림은 있을 수 
없는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또한 일어날 일들은 그들올 놀라게 할 것들이다. 한편 믿음 
을 가진 신앙인들의 기다림은 그가 희망한 것이 확실히 오는 진리의 열매를 기다리며 또 
한 이들에게 을 일들은 높은 정신적 영감이다. 

159- 1) 일신교를 분열시켜 파벌을 조성한 것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로서 일신교를 신봉해 왔던 
아브라함의 유일신 사상의 종교를 분열시켰다. 

160- 1) 하나님께서 말씀하사，“선을 실천한 그에게는 열배 이상의 보상이 있으며 악을 범한자에게 
는 그와 같이 보상이 있느니라” 

161-1) 아브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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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일러가로되 실로 나의 예배 
와 내가 바치는 제물과1> 나의 생 

명과 나의 죽음 모두가 만유의 주 
님이신 하나님을 위해서라 

163.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라고 
내가 명령 받았으니 나는 그분께 
순종하는 자 가운데 먼저임이라 

164. 일러가로되 내가 하나님 외 
에 다른 것에 구한단 말이뇨 그분 
은 만물의 주님이시라 누구나 그 
가 얻은 것은 그에게로 돌아오거 
늘 누구든 타인의 짐을 그가 질수 
없노라1ᅭ 너희는 주님께로 귀의하 
니 그분께서는 너희들이 달리했던 
모든 사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165. 하나님이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사 그분의 대리 인으로 두었으 
며 너희가운데 무리를 다른 무리 
위에 두었더라 이는 그분이 너희 
에게 주신 것으로1ᅮ 너희를 시험하 
고자 함이라 실로 주님은 벌을 주 
심에 빠르시며 또한 관용과 은혜 
로 충만하심이라 

疏與—;其스炎父— 

修身藏與務_쑈 
義)寒此與與爲雄향冷凝 

© 은;^;紙與券 

鄕，g일獻絲홧效fe 유起效 
© 父나성 

162-1) 짐승을 도살하는 것(이브누 압바쓰) 

164-1) 자기 행위에 대한 결과는 자기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즉 그 결과를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타인의 죄악을 대신할 수 없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예 
수가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시되고 있다. 

1效-1) 부와 가난 지식과 무지，강한자와 약한자，질병 등 모든 것은 곧 인간을 시험하기 위한 것 
이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3권 p.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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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에서 계시된 장 가운데 가장 긴 것으로 206절로 되어 있다. 에 

언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예언자들의 임무가 상세히 기록된 최초의 장 

이라 할 수도 있다. 유일신(Tawhid)에 대한 이슬람의 원리，부활과 보 

상 그리고 계시와 메세지에 대한 내용은 다른 메카 계시들과 다를바 

없다. 

본장은 예언자 무함마드에게만 있었던 영원한 기적인 꾸란을 제시 

하면서 이 꾸란은 은혜로우신 분으로부터 인류에게 내려진 은혜이므 

로 이 꾸란의 말씀을 준수하고 따름으로써 현세와 내세의 두 행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아담을 한 인간으로 창조한 후 그로부터 인류를 번성케 하고 천사 

들로 하여금 아담에게 경배하도록 한 창조주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탄의 유혹과 술 

책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다. 

아담과 이블리스가 천국으로부터 땅위로 내려오면서 그때부터 지 

구상에는 선과 악이 그리고 진리와 부정의 범례가 있게 되었다는 것 

과 아담과 아담의 자손에 대한 이블리스의 술책을 설명하고 있다. 그 

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들에게 이블리스는 아담의 적이요 

인류의 적임을 네차례나 경고하고 있다. 

그런다음 심판과 부활의 날에 있을 세가지 부류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천국의 주인이 될 믿음으로 충만한 부류와 지옥의 주인이 될 

불신자들의 부류 및 본장에서만 언급되고 있는 아으라프 주인둘의 부 

류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본장의 명칭이 아으라프 장이라 불 

리우게 된 것도 바로 여기서 유래되고 있다. 부활의날 천국의 주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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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옥의 주인들이 구별되는 한 예증으로써 천국의 주인들은 그의 

얼굴이 하얗고 빛이나며 지옥의 주인들은 그의 얼굴이 새까맣고 먼지 
투성이가 되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노아，후드，살레，롯，슈와이브 및 모세 등 예언자들에 대하여 상세 

히 다루고 있는데 오만한 백성들중에 있으면서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 

하려 했던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폭군 파라오와 대결했던 

모세에 대하여 상술한 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반하 

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성약을 깨뜨린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 

깨서 그들에게 시련과 응벌을 내린 교훈을 다루고 있다. 

본장은 다시 유일신 경배를 촉구하면서 이롭지도 아니하고 해톱지 

도 아니한 우상숭배를 배척하고 태초부터 말세까지 창조주이며 유일 

신 하나님만을 믿고 경배해야 한다는 이슬람의 기본원리를 재강조하 

면서 본장을 끝맺고 있다. 

본장의 명칭이「아으라프」라고 불리우게 된 것은 위에 언급한 대로 

본장에 아으라프 주인들이란 명칭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브 
누 자리르」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아으라프 주인들이란 그들의 선행 

과 잘못이 똑같아 그들의 잘못은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그들이 남긴 선행은 그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니 이들은 울 

타리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부류라고 설명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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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들에게 하나님의 벌이 있었 
을 때1> 실로 우리가 죄인들이었을 
뿐입니다 라는 것 외에는 말하지 
못하더^2ᅮ 

6.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맞 
이했던 그들에게 물을 것이요1》또 
한 선지자들에게 물어 볼 것이라2ᅭ 

7. 하나님은 지혜로써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여 주리니1》그 
분이 계시지 아니한 때와 곳이 없 
노라2) 

8. 그날에1> 저울이 공평하니2> 선 
행으로 저울이 무거운 자가3》번성 
하리라 

9. 저울이 가벼운 자는1> 하나님 
의 말씀올 거역한 것으로 그들의 
영혼을 잃게 되리라 

跡棟比物政고었u典^D 

©빼必^년玉此述必2炎 

公때빼^藏^ 

W교생 li 
© 公多와고각요S 

고타^1 쏴성松!;述仏 
©心W氏 

5- 1》그들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벌과 재앙 또는 그것들의 징조를 지켜 보았을때 
2)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에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후회하나 그때의 후회가 그 
들을 유용케 하지 못하였다. 

6- 1》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우리(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너희는 어떻게 응답하였느뇨? 라 
는 뜻으로 이 절에서의 질문욘 곧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불신자들에 대 
한 질책을 의미한다. 

2) 선지자들이 메세지를 전하고 임무를 다하였는지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도 질문올 한다는 것 
으로 풀이된다. 즉 백성들에 대하여 묻는 하나님의 질문은 그들의 오만함과 거만함 그리고 
불신에 대해 하나님의 응벌이 있을 것이라는 질책이요 선지지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은 오 
만한 백성들로 부터 조롱당한 선지자들올 위안하며 은헤와 보상을 주기 위한 질문이라고 해 
석되고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27C/4). 

7- 1) 그들이 행하였던 모든 것을 지혜와 근거에 의해 그들에게 알려준다는 뜻으로 본다. r이브누 
압바쓰j 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부활의 날 성서가 놓여지니 그것이 그들이 행하였던 
모든 것을 말하리라”(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必 

2) 하나님은 때와 장소에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어 만물을 지켜보고 계시므로 모든 것을 아시는 
절대자 앞에서는 어느것 하나도 숨겨 질 수 없다는 뜻으로 본다.「이브누 카씨르」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하나님은 종들에게 그들이 말한 것，그들이 행하였던 모든 것을 알려 
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다”(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6/2) 

8- 1) 심판의 날. 

2) 인간이 현세에서 행한 모든 것을 심판하심에 공정하시니 
3) 믿음이 두럽고 그와 더불어 선행을 많이 실천한 자 

9- 1》불신과 사악함과 죄악을 저지른 자는 자기 영혼과 행복을 잃게 된다. 

변변^^^털^텔를^^猛^^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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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하나님은 너희가 대지위에서 
1 거하고1ᅭ 너희가 그 안에서 삶을2> 

영위하도록 하였으되 감사하는 너 
회는 소수이더라 

여爲^띠》3넜炎效 

11. 하나님이 너회들을 창조하사” 

형상을 두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아담에게 인사하라2> 하니 그들 모 

g 두가 인사하였으나 이블리스는 그 
렇지 아니하고3> 인사하는 자중에 
있기를 거절하였더라 

:휘成었與K巡班:藏 
© 述i횟以多化]功S《寒앴 

12.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으니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인사하라 

: 무엇이 못하게 하느뇨 라고 하니 
내가 그보다 낫습니다1ᅩ 당신께서 

| 는 나를 창조하시매 불에서 창조 
하셨고 그를 창조하매 흙에서 창 
조하셨습니다 

찌화피^납 
© 以은一3d고!” 

| 13.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으니 
이로부터1> 네가” 내려가라 네가 
여기서 거만하지 아니하도록 함이 

1 라# 나가라 네가 가장 비천한 존 
재이니라 

3홧是冬往 ※그谷5。患fd以하??와忘 
© 이。 

14. 이때 그가비 말하길 부활할 © 棟 

1 10-1) 대지를 주거지와 농경지로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였으나(알바이 
i 돠위 P.160) 
| 2) 일용할 양식과 마실 물 둥 생활에 필요한 그밖의 것들 

I 11-1) 인류의 아버지 아담을 비롯 그 후손들의 창조 
I 2) 아담과 그 후예인 인간에 대한 존경을 의미한다. 

1 3) 이블리스는 일순간도 천사들 중에 있지 아니하였고 그의 오만과 거만으로 아담에게 인사하 
j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다{사프와프 타파씨르 제4권 p.9). 

1 12-1) “내가 그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이블리스는 스스로를 인간위에 욜려 놓고 있다. 이것은 흙 
에서 인간을 창조하고 신체적 형상올 주고 그안에 정신을 불어넣어 천사들 위에 있도록 한 

^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거역한 것이다. 

1 13-1) 천국 
1 2) 이블리스 

3) 이블리스가 오만하고 거만하였으매 하나님은 그를 저주하시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 자는 그를 높이 욜려주며 하나님에 대하여 거만한 자는 그를 저주 하신다고 ■잠카샤리j는 
1 말하고 있다(알카시포 90/2). 

14-1) 이블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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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 -',.- ..-r-，，片..此향나'、、，、^^威병要^瓦!^器F薄!商경瓦活^逐務^^?安^寒^好^j究^^^?J5 

때까지 저를 유예하여 주소서2> 라 
1 고 하더라 

1 15.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 
I 으니 네가 유예하는 자 가운데 있 
1 으라 하시니1> 

@ 그占夕S화‘■상5 

1 16. 그가"0 말하길 당신께서 나를 
f 쫓았으니 나는 그들이 당신의 올 
? 바른 길을 걷지 못하도록 방해하 
: 예 

©쇼《대교힛 o 그S5 

I 17. 그런다음 내가 그들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또한 그들 오른편 

J 과 왼편에서 그들을 방해하리니1> 

3 당신께서는 감사■하는 그들을 발견 
j 치 못하리요 

^ 往ᄃ以X님心; 碎s系쇼향• 

© G호움 신!잎⑥ 

! 18.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 
으니 이로1>부터 나가라 저주스러 

； 워 추방함이라 그들 가운데 너를 
따르는자々 있다면 그들 모두를 지 

； 옥으로 채우리라 

，與少年以此^ 
_ X 9，세{서，'今’’ 

® C在예겨— 

S 19. 아담아 너와 네 아내가15 천 
i 국에서 거하며 너희가 원하는 대 
j 로 먹되 허락된 것을 먹으라 그러 
나 이 나무에 가까이 하지 말라 

j 하였으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銳i起“쌌휀雄述와於經 

j 2) 죽음으로 부터 구하여 주소서 

6 15-1) 하나님께서 이블리스를 유예한 것은 모든 피조물이 죽은 첫번째 타격(나파카 울라)까지만 
유예하였고 모든 백성들이 만유의 주님 앞에 일어서는 두번째 타격(나파카 싸나야) 때는 하 

j 나님께서 거절하였다고「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알꾸르뚜비 147/7). 1 
I 16-1) 이블리스 i 

2) 심판의 날까지 유예하여 주니 또 이블리스는 거역을 하고 있다. 아담과 그의 자손이 하나님 g 
| 의 을바른 길올 걷지 못하도록 유혹하겠다는 이블리스의 오만이다. | 

3 17-1) 동서남북으로 부터 인간들을 유혹하고 기만하여 하나님의 길에 이르는 것을 방해 할 수는 
1 있으나 종복과 하나님 사이를 방해할 수는 없다고『이브누 압바쓰」는 말하고 있다(알따브 j 
j 리 341/12). ； 

18-1) 천국 1 
J 2)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모든 인간과 영마 

19-1) 하와 즉 이브. 



제7장 아으라프 : 20-23 254 ■성, ■ 

죄악을 낳으리라2> 

20. 이때 사탄이 그들에게 속삭 
여 유혹하고 숨겨진 그들의 부끄 
러운 곳을 드러내며 그대의 주님 
깨서 이 나무를 금기함은 너희가 
천사가 되지 아니 하도록 함이거나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지 못하도록 
함이라 말하며 유혹하였더라1> 

21. 또한 그는 맹세하며1》그 둘 
에게2> 그들의 진실한 조언자라 하 
더라 

22. 이렇게하여 그들을 유혹하니 
그들은 그 나무의 열매를 맛보았 
더라 이때 그들의 수치가ᄇ 드러나 
매 그들은 낙원의 나뭇잎으로 몸 
을 감싸니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 
내가 너희에게 이 나무의 열매를 
금하고 사탄은 너희 적이라 이르 
지 아니했더뇨 

23. 이때 그들이” 주여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욕되게 하였나이다 
당신께서 저희를 사하여 주지 아 

◎렇雜必찌0예년; 
©(•폐빠있51 

©M심四 起^返 

\i必就: 방직勢淑賊^0그 
爲뺐與엑美 

@典» ⑷낸향與、難起於 

(旧與故)및接i 짧⑶_炯 

2) 하나님은 최초에 인간이 완전한 축복의 정신적 낙원에서 거주하도록 하면서 선택이란 능력 
을 부여함과 동시에 신이 부여한 이 제한된 선택을 시험하기 위하여 어떤 한 그루의 나무를 
두고서 가까이 하지 말라 하였으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이브》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 

20- 1) 최초에 창조된 아담과 이브는 물질적 세계에서나 정신적 세계에서 동시에 죄를 범하지 아 
니했다. 이것은 곧 인간은 최초에 선하였음을 말하여 주는 것으로 맹자의 성선설과 일치하 
고 있으며 인간을 죄인으로 보는 기독교사관과는 반대적 개념을 말해 주고 있다. 최초의 인 
간에게 선택의 능력이 주어졌고 천사위에 있었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21- 1) 사탄은 아담과 이브(하와》가 쉽사리 유혹되도록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였다(사프와프 타파 
씨르 제4권 p.10).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두고 맹세 할때는 거짓 맹세하는 자가 없다고 아담 
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은 아담과 이브를 기만할 때 하나님을 두고맹세하였다고 
「이브누 압바쓰」는 플이하고 있다(알꾸르뚜비 180/7). 

2) 아담과 이브 

22- 1) “수치”라 함은 아담과 이브가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기전 까지는 그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수치를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은 빛으로 되었기 때문이다(와합 이븐 
만바하). 그런데 금단의 열매를 먹은 후 빛으로 된 옷을 잃게 됨으로써 그들이 벗고 있다는 

수치를 깨닫고 나무잎으로 몸을 가렸다<알꾸르뚜비 181/7). 

23- 1) 아담과 이브 

■賊■殘理_述■速^，技通，深，國행接해理_^•按雜_«送»■願^^^盤__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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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한다면 저희는 잃은 자 
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더라2호 

24.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 
으니 적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 
가라1》그곳이 너희의 거주지가 될 
것이며 너희가 얼마 동안 사는 수 
단이 되리라 

25. 또 말씀이 계셨으니 그곳에 
서 너희가 살고 그곳에서 너희가 
임종할 것이며 그곳으로부터 너희 
가 부활되리라1> 

26. 아담의 자손들이여 너희들에 
게 의상을 주었으니 너회의 부끄 
러운 곳을 감추고 아름답게 꾸미 
라”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의 
상이2> 제일이니라 그것이 곧 하나 
님의 증표이거늘 그들은 기억하리 
라 

27. 아담의 자손들이여 사탄이 
너희들의 선조를 유혹하여1> 그들 
의 의상을 빼앗아 그들의 부끄러 
운 곳을 드러내게하여 너희 부모 

。多3 쇼?以;낫父。以文도화남내쇼卷 

然後도錄路※後， 

句戶與;:^ 明I切되^校는 
;分3多)낙、 

炎; 

與 Q炎흙與故싶班！炎起效務 
。敬必效화故렇此滅화其 

2) 아담은 실수를 인식하고서 곧 회개하고 주님의 관용과 은혜를 구원하였다. 본절은 아담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따바리j 가 전하고 있다. 

24-1) 이절은 아담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으로(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nil) 아담과 이브 그 
리고 이블리스에게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탄은 인간의 적이요 인간은 사탄의 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된 상태로 성스러운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내려가라는 내용으로 본다. 

法-1) 지상에서 살다가 그곳에 묻혀 있다가 심판을 받기 위해 그곳으로 부터 부활된다, “그곳으로 
부터 우리(하나님)가 너희를 창조하였으니 우리(하나님》는 너희를 그곳으로 환원시킬 것이 
며 그곳으로부터 우리(하나님)는 너희를 끌어내리라” 

26- 1) 하나님은 인간에 게 2가지 종류의 의상을 주셨으니 하나는 인간 신체의 부끄러운 곳을 가리 
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다. 본절의「리쉬ᅪ 는 새의 깃털이란 뜻인 
데 장식을 위한 의상으로 비유되고 있다(알카샤프 97/2). 

2)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의상은 인간이 장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인간의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미덕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27- 1) 사탄이 유혹하여 너희 선조 아담과 이브가 어떤 나무 열매를 먹고 낙원에서 지상으로 내려 
왔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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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천국으로부터 속박하였으니25 

그가 너희를 유혹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와 그리고 그의 무리는 너 
회가 그들을 볼 수 없는 곳에서 
너희를 보고 있노라 실로 하나님 
은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만 사탄 
을 적으로 두었노라 

28. 그들이 부끄러운 일을 할 때 
면1> 변명하여 말하길 우리 조상들 
이 그렇게 함을 보았습니다2>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그렇 
게 하도록 하였습니다3ᅭ 라고 하니 
일러가로되 그렇지 아니함이라 하 
나님께서는 부끄러운 일을 명령하 
지 아니 하셨노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거 
짓하려 하느뇨 

29. 일러가로되 나의 주님께서 
진리를 명령하사_ 너희가 예배할 
때와 예배하는 곳에서 그분께로 
향하여1> 그분이 지켜보는 것처럼 
그분께 기원하고 예배하라2ᅮ 태초 
에 너희를 창조했으니 너희는 그 
분께로 돌아가니라 

3낮최成폐인 
©藏抄 

料쑈卵次靜物與均紋臟 
必※效淨 系해犯位必' 

© 么Ji乂세匕 

빠於했;성체 
少자公私싱山以接擔 — 

文 ^ »f»9C 

2) 아담과 이브의 빛으로 된 옷을 벗겨 부끄러운 곳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그들 둘은 수치스럽 
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으니 

28- 1) 불신자들이 행하였던 수치스러운 일들로 카으바 신전 주위를 돌 때(따와프) 옷을 벗고 따와 
프를 하곤 했었다. 

2) 그것은 우리 선조들의 전통이요 관습이라고 변명하였다. 

3) “하나님께서 옷을 벗고 따와프 하라 명령하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 하겠느뇨?” 

라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 한편「바이와위」는 이들 불신자들의 2가지 거짓 
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그들 선조들이 그렇게 지켜 내려온 관습이요 전통이라 거짓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였다고 말한 거짓이라고 풀이하면서 전자에 관해서 
는 이들 불신자들의 사악함을 밝힘으로써，후자에 대해서는 “무함마드여! 일러가로되 실로 
하나님은 사악함을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으로써 불신자들의 거짓을 일축하 
고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알바이타위 p.189). 

29- 1)「와즈호」는 “얼굴”이란 뜻으로 예배를 드릴때는 마치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는 앞에서 드리 
는 것처럼，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드리는 예배처럼 마음이 순수하고 청 
결한 마음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제2장 112절 및 해설참조). 

2) 다음 2가지 기본원칙이 일치하지 아니한 어떠한 일도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 진실하다 할 
수 없으니 하나는 어떤 일이든 샤리아(율법)에 일치하고 둘째는 쉬르크(창조주를 모독하는 
가장 큰 죄악)로 부터 제외된 신앙이어야 한다고 풀이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13/2). 

^藝^期臣^태^探^殘^^■酸紋，M，理隨隨^^■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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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인도된 무리가 있었고 그분 
의 길을 잃어버린 무리가1> 있었으 
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들 
을 친구로써 그리고 보호자로 택 
하여 그들이 인도를 받으리라 생 
각했기 때문이라 

31. 아담의 자손들이여 너희가 
예배하는 때와 예배하는 곳에서는 
의상으로 단장하되1> 사치하지 말 
고 과식하지 말며 과음하지 말라2》 

실로 하나님은 낭비하는 이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니라 

知。소외 
©心폐와必되; 

身錄장爲고힛j 次괴雜 

32. 일러가로되1ᅭ 종들을 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깨 
끗한 이 양식을 누가 금기하느뇨2) 
일러가로되 이것은 현세에 살며 
믿음을 가진 이들과 심판의 날 이 
들을 위한 것이라3ᅩ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생각하는 이들을 위해 
징표를 설명하니라 

33. 일러가로되 실로 나의 주님 
깨서 금기하신 것은 나타나는 것 
과 나타나지 아니한 수치스러운 
행위들이 있나니 진리에 거역하는 

그네I犯起곗 눴抄 效多在얏 
ᄆ々致 lb화 d 따 

© « 삶샜I 

회知여炎多均々 
향I: 씨擊il接應 a보 

30- 1) 그들이 행한 일들이 질문을 받지 아니 하니라 생각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 
고 사탄을 그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무리들. 

31- 1) tt단장”이라 함은 예배를 드리고 따와프를 할 때의 가장 적절한 의상의 몸차림을 의미하며 
그 다음으로는 청결을 의미한다. 즉 남성이 예배할때 여성들에게 적합한 실크옷이나 몸치 
장올 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예배를 하는 순간은 바로 가장 훌륭한 전지 전능한 창조주 앞 
에 서게 되므로 가장 깨끗한 몸단장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본다. 

2) 허락된 일용할 양식을 낭비하는 것은 곧 금기이다. 

32- 1) 무함마드여! 옷을 벗고 따와프(카으바신전을 도는 것)를 하며 허락된 일용할 양식을 금기하 
고 있는 무지한 백성들에게 말하라. 

2) 깨끗하고 검소한 의상으로 름답게 장식하라 하였으며 식물과 음료수와 일용 할 양식을 
일용하라 하였는데 누가 이를 금기하느뇨? 

3) 현세에 있는 허락된 것으로 치장하고 허락된 일용할 양식을 이용하는 것은 신앙인들과 불 
신자들에게 동시에 허용되고 있으나 부활의 날 이후 부터는 신앙인들에게만 허용된다(사프 
와트 타파씨르 제4권 p.14). 

33- 1) 이 절에서는 금기된 것은 다음 네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첫째 사회를 타락시키는 직접 또는 
간접적 사회악과，둘째 사람이 사람에 대한 적대 행위 또는 부정，셋째는 유일신 사상을 배 
제한 다신론적 사고와, 넷째는 미신적 행위로 분류되고 있다. 



제 7장 아으라프 : 34ᅳ37 258 넜按bt後寒， 

죄악이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부여 
하지 아니한 다른 것으로 하나님 
을 비유하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으로 하나님을 거짓하는 것이라U 

@ 心⑶5대別必캠 

34. 모든 백성에게 정하여진 기 
간이 있으니 그 기간이 이르면 그 
들은 단 한시간도 유예하거나 앞 
당길 수 없노라1> 

功드仏행%技향明多t와 ^ 

沈. 아담의 자손들이여 너희 중 
에서 선지자들이 도래하여 너희에 
게 나의 말씀을 전하리니1ᄎ 경건하 
게 사는 사람과 선을 행하는 이들 
에게는 두려움과 슬픔이 없노라2" 

쳐與^效5^때棟 : 

©成대^炎料해、 

36. 그러나 말씀올 거역하며 거 
만하고 오만하는 자들에게는1〉불 
지옥이 함께 하리니 그들은 그 안 

； 에서 영주하니라 

與삭ᅵ환후ᅧ數; 賊臟故述S 
© 石jd읽잃i j 

37.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하며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보다 
더 사악한 자 누구이뇨° 그로 말 
미암아 성서에 주어진2) 그들의 기 
한이 그들에게 이르니 그때 천사 
들이 내려와 그들의 생명을 앗of 

가며3> 너희가 숭배한 하나님 아닌 
너희 신들이 어디 있느뇨 라고 물 

々⑶합《多사포나!化★在街 (1^ 

必物화#.故잃妙以야 
나도빠與接g 故忍 ：; 

© 技多多谷 

른 34-1) 움마^는 공동체 또는 세대 또는 백성으로도 풀이 될 수 있으며 그들 시대에 왔던 움마가 f 
선지자들을 부정한 죄악으로 멸망하였듯이 주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불신자들에게도 그와 5 
같이 벌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로 본다<알바흐르 알무히뜨 292/4). 

1 35-1) 모든 세대의 백성들이여! 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규범과 율법(샤리아》을 너희를 위해 
| 설명하여 주리라. 중 
1 2) 주님올 경외하고 순종하며 금기된 것들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그리고 ^ 

슬픔도 없느니라. j 

36-1)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이 보여준 예중들을 거역하고 오만해 
^ 하는 이들에게는, 

I 37-1)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부정한 이들만큼 사악하고 추한 것 
f 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r 

2) 선한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약속된 것이라고「무자히드j 는 해석하고 있다(사프와트 타 중 
파씨르 제4권 pil5). 

: 3) 죽음울 담당하는 천사가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며 말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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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 그들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 
났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그들 스 
스로 하나님을 불신하여 방황하였 
다는 것을 인식하더라 

38.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 
라1> 너희 이전의 지나간 사람들과 
그리고 영마와 함께 불지옥으로 
들어가라 새로 온 사람들이 들어 
가니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며2》그 
들 모두가 그 안으로 모이매 나중 
에 온 자들이 먼저 온 자들에게 
이야기 하길3> 주여 저희를 유혹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지옥의 벌을 
두배로 하여 주소서 하니 가라사 
대 모두에게 벌이 배가 되리라 그 
러나 이것은 너희가 알지 못했던 
것이라 하시더라 

39. 그때 먼저온 자들이 나중에 
온 자들에게1> 너회가 우리 보다 
우월하지 아니하니 너희도 너희가 
행하는 것으로 벌을 받으라 말하 
더라 

40.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오만하고 거만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늘에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몌1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 
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과 같 
으니2) 이것이 죄지은 자들에 대한 
대가라 

必;初版始과상換分여 
起幽網於'되^였고a觸난 
⑶抄此我u?私故段能합^ 

억私幻^다;^4其必신述 

씼 ^5隊，匕없犯公疏보 私 
a 公別弟其향^《얏反좌必 

® 逆句幻냐쓿 ⑷多잃以 

38- 1) 부활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2) 불지옥에 있게 될 위선자와 불신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며, “부활의 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리라” 

3) 추종자들이 그들을 유혹했던 그들 우두머리들에게 말하길 

39- 1) 우두머리들이 그들 추종자들에게 말하길 

40- 1) 그들을 위해 그들이 행하였던 선행의 일들이 오르지 아니하며(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16) 그들의 어떤 선행이나 그들의 기원도 오르지 아니한다고 r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 
고 있으며 그들의 영혼이 구류되면 하늘의 문들이 그들의 영혼올 위해 열리지 아니 한다고 
도 풀이되고 있다. 

2) 심판의 날 불신자들이 천국에 들어 갈 수 없으니 그것은 마치 비대한 낙타가 조그마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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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육⑶숏多往至노至%디左않 
©쇼與 

本:德性석約 功폐必與必화 

©과여與，대취 

CJ與，終。^ 어과抄G兵 
3仏、화 心：5"切仏스成4^인版 
邊，我 ⑯; 쑈드足按■心G 

©성^接炎)il 物炎 

41. 그들을 위해 지옥에 침상이 
마련되어 있고 그 위에는 불의 이 
불이 있을 뿐이니1ᅭ 이것이 죄지은 
자들을 위한 보상이라 

42. 그러나 믿음을 갖고 선을 행 
하는 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지 
아니하니u 이들이 천국의 증인들 
로서 그 안에서 영생하니라 

43.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청 
결케 하였고1》그들 밑에는 강이 
흐르니 그들이 말하길 저희를 이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인도 
하심이 없었다면 저희는 인도되지 
못하였으리라 실로 그것이 주님의 
선지자들이 저희에게 전한 진리였 
습니다 라고 그들이 말하니 천사 
들이 너희 앞에 있는 천국을 보라 
너희가 행한 선행으로 너희가 너 
희 것으로 물려 받은 것이라 하더 
라 

44. 그리고 천국에 사는 사람들 
은 지옥에 사는 자들을 부르더라 
실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진리 
임을 알았노라 너희는 역시 너희 
주님의 약속이 진리이더뇨 라고 
물으니n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 
며 죄지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 
주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 
고 하더라 

41- 1) 볼이 이글거리는 침상과 그 위에는 불이 이글거리는 덮개뿐이니 

42- 1)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로써 천국에 들어 갈 수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일의 양이란 인간의 능 
력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충분히 수행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라는 것이다(알바흐르 
^무히뜨 298/4). 

43- 1) 사랑과 애정이 깃들도록 그들의 마음을 질투와 증오로부터 청결케하니 **천국에 들어가는 
그들의 마음에는 증오가 없느니라” 

44- 1)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한 은혜와 축복을 발견했는 
데 너희 불신자들은 너희 우상들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했던 너희 신들이 약속 
한 치욕과 수치와 응벌을 발견했느뇨? 

效，簡빼■麗照»典^强殘田효^■ 

松S獻必성仏制以향대고^ 
은次必銳방炎^狀5 次賊策 

©■狀쇼湖소切與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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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商■ 

45. 이들은1> 하나님의 길을 따르 
는 자를 방해하며 바른 길을 왜곡 
하는 자들로 내세를 부인했던 자 
들이 라 

46. 그들 사이에 베일이있고 천 
국의 사람과 지옥의 사람들을 상 
징으로 아는 이들이 높은 곳에1ᅮ 

있으니 이들은 천국의 사람들에게 
그대들 위에 평온함이 있으리라 
말하나 그들은 천국에 들지 않고2J 

그들도3〉들어가길 원하더라 

47. 그들이 지옥의 사람들을 볼 
때 주여 저희를 죄지은 백성들에 
게로 보내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 
더라1> 

48. 벽에 있으면서 상징으로 알 
수 있는 이들이 그들을1》불러 말 
하길 너희가 축적한 것과 너희가 
오만하고 거만한 것이 너희에게 
유익 하더뇨2) 

與接冗巧쓰成否述緣 
@ 소;성起혹 

1起與端I炎^ 潮技》松^ 
박삶»舞이a; 

5 덕錄쑈U육雄15 

1與私“次始 起췌대成? 
©《휘其從;公^於犯 

應-1》현세에 살때 하나님의 종교를 신봉하려한 백성들을 방해하며 바른 길을 걷지 못하도록 유 
혹했던 이들. 

46- 1) 높은 곳에 있는 이들이란 천사들이거나 또는 하나님이 주신 상징으로 천국의 사람과 지옥 
의 사람들을 알 수 있는 훌륭한 선지자들이라고 풀이되고 있다. 

2) 천국의 사람들과 지옥의 사람 두 무리사이에 베일 곧 하나님이 언급한 벽 또는 울타리-그 
들 사이에 벽을 비유하여 두시고 그곳에 문올 두어 지옥의 무리가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벽과 울타리에는 하나님께서 식별하여 주신 상징에 따라 천국의 백성인지 지옥 
의 백성인지를 알아내는 사람들이 있다. r꾸타다」는 하나님께서 식별하여 주는 상징으로 
지옥의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색이 새까맣고 천국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이 새하얗다고 풀이 
하고 있다{알따브리 463/12). 

3) 아스하브 알아으라프 부류는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나 그곳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부류 
이다. 

47- 1) “그들은” : 그들이 실천한 선과 악이 같으니 그들은 천국의 사람도 아니요 지옥의 사람도 
아니기에 높은 벽 위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한 이들은 천국의 사람들을 볼때는 “그대들 위에 평온함이 있으소서”라고 인사하고，지옥의 
백성들을 볼때는 “저희를 죄지은 자들과 함께 두지 마소서”라고 하였다(알바흐르 알무히뜨 
303/4). 

48- 1) 불신자들의 우두머리들 
2) 어떤 것이 부활의 날에 너희를 유익하게 하더뇨? 너희가 축적한 재산이더뇨 아니면 믿음을 
거역했던 너희의 오만 불손함이 유익하더뇨? 

轉圓，뼈!，■聲■■製繫^^，?낼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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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ᅵr■■■■■■-— 
눈 

49. 보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 
리지 않을 것이라 맹세한 이들이1> 

아니더뇨 그러나 너희는 천국으로 
! 들라 너희에게는 두려움도 슬픔도 
1 없느니라화 

® 必與■炎從災) 

1 

50. 지옥의 사람들이 천국의 사 
! 탐들을 불러 물이나 아니면 하나 

님께서 너희의 양식으로 주신 것 
I 을 우리에게 주소서 라고 애걸하 

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에게는 
이것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n 

과!然패여고 1 

到與화沒이었於 : 

© : 

51. 그들은 종교를 유회와 오락 
으로만 생각했으며 또한 현세의 
삶에만 기만되어 있었노라 그들이 

； 이날을1> 맞게 되리라는 것을 잊었 
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잊으리니2)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휴 때문이라 

아향 잃錄起妙必篇七街故조 

® 象 

52. 하나님은 그들에게1> 성서를2> 

! 보내어 믿는 백성을 위한 복음과 
은혜가 되도록 설명하셨노라” 

i고以i 以느必띠노냐反고나 

49-1) 현세에서 믿음이 약했던 자들. 

2) 두러움도 그리고 슬픔도 없는 천국에서 가장 완성된 기쁨과 완전한 축복을 누리며 영생하 
1 라(루흐 알마아니 136雄). 

1 50-1) 그 남자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를 불러 말하길, “저에게 볼이 붙어 타고 있습니다. 저에 
게 물을 부어 주십시요”라고 했을때,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는 그것이 금기 되었도다” 

^ 라고 하였다(알따브리 47以12). 

■： 51-1) 심판의 날. 

£ 2)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불 지옥에 둔채 그들을 잊어버릴 것이니 이는 그들 불신자들이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가장 중요한 오늘의 만남을 잊었기 때문이다(루흐 알마아니 12자8). i! 

! 班-1) 메카 백성들 
1 2) 꾸란 
1 3) 내세에서 불신자들에게 있을 그들의 불행과 손실에 대하여 언급하다가 본절부터는 선지자 

들을 통하여 성서들을 보내 인류를 위한 복음이 되도록 하였다는 것과 예언고V들의 어른중 
의 어른(Shdk al Anbiya)인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후드의 이야기，불신자들의 상 
황설명이 시작되고 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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肉時■斑며^除格^^松的^^봅施强^^法 

53. 그들은 그것의 결과만을 기 
다리고 있느뇨1》그것의 결과가 이 
를때2> 이전에 게을리 했던3> 이들 
이 말하길 실로 주님께서 선지자 
들을 통하여 저희에게 진리를 보 
내셨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중재자 
가 되어 주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재앙으로부터 구하여 주소서 아니 
면 저희를 다시 보내어 선을 행하 
도록하여 주소서 라고 원하나 실 
로 그들은 그들의 영혼을 잃었으 
며 그들이 거짓한 것이 드러났더 
라 

54. 실로 주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 권좌에 오르 
신2> 하나님 이시라 그분은 밤을 
두어 낮을 가리고 또 서둘러 밤을 
쫓으며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 
하시어 그분의 권능아래 두시었더 
라 창조하시고 자비하심이 그분이 
아니뇨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소서 

55. 하나님께 기도함에 겸손하고 
드러나지 않게 하라 하였으니 실 
로 하나님은 드러내는 자를 사랑 
하지 아니함이라1> 

56. 하나님께서 정돈 하셨으니1》 

煙雄，此;？起時公 
熟成: 此 
그것系:PS安；^!^死法^조^ 

쑈이^^；^^해^고公^T 

©교 

-爲，소迎 IS 벼 h其於物嚴홧 
■섰必成t與灰與今:# 
fcV守와身여送1 

© 그요폿요크心잃요닻회幻 

» 在、해상뼈起⑶延務 0 

\與與;닿있必:必방 d 此與; 

531) 메카 백성들은 그들에게 약속된 응벌만을 기다리고 있느뇨? 

2) 심판날의 응벌 
3) 현세에서의 선행 

54- 1) 일순간에 천지를 창조하시고자 하였을때 그렇게 할 수도 있었으나 엿새 동안에 걸쳐 천지 
를 창조한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일에 있어 피조물에게 그 예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라고「꾸르뚜비」는 해석하고 있다(알꾸르뚜비 219/7). 

2) 권자에 오른것은 알려진 사실이나 그 방법은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 그 방법은 믿음으로 
씨만 알 수 있는 것이며 그것에 관하여 질문하는 것욘 비드아<이설)라고 풀이되고 있다(사 
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21). 

55- 1) "드러내는 자"라 함은 예배보는 척 보이려고 예배중에 이야기를 하거나 소리를 크게 한다거 
나 오만하거나 거만함을 나타내는 자를 의미한다. 

56- 1) 하나님께서 정돈하였다는 뜻은 지상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올 불신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지 
아니 하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었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器). 

抵회校雄^^^■해液^^圖困^^^公^^^낼혈혈理|였발^^^藥렇■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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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서 해악을 끼치지 말라 그 © 

리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갈망하라 
하나님의 은혜는 선을 행하는 이 
들 가까이에 있노라 

57. 하나님이 바람을 보냄은 그 
분의 은혜로 비를 보내는 징조라1> 
그것이2> 무거운 구름을 동반하니 

그분은 그것을 불모지로 유도하여 
그곳에 비를 내리게 하사 그것으 
로 모든 종류의 열매를 생산함이 
라 이렇듯 하나님은 죽은자를 부 
활케 하나니 너희들은 상기하리라 

58. 좋은 땅에서 식물이 무성하 
니1》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나 좋지 
아니한 땅에서는2> 잡초 뿐이거늘 
이렇게하여 하나님은 감사하는 백 
성을3> 위하여 말씀으로 비유하시 
노라 

59. 하나님이 노아를 그의 백성 
에게 보내었을 때 노아 이르되 백 
성들이여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 
분 외에는 신이 없으며 심판의 날 
너회가 벌을 받을까 내가 두렵도 
다 경고했더라1> 

57- 1) 메마른 죽은 대지위에 하나님 은혜중의 하나인 비를 내리게 하여 온갖 종류의 열매를 열리 
게 하듯 하나님은 무덤속에 있는 죽은자를 소생케 한다는 사실을 너희는 생각하고 믿을 것 
이라 44꾸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부활의 날을 비유함에 묵은 대지를 소생케 하시니 너희 
는 상기 하리라”는 뜻으로 계브누 카씨르」는 해석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제 
4권 分我). 

2) 바람 

58- 1) 좋은 땅이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익한 열매와 일용한 양식이 생산되는 곳으로 창조주의 
말씀을 믿어 그것으로 유용함올 찾고 믿는 신앙인들에 비유하고 있다. 

2) 좋지 아니한 땅이란 돌과 자갈 그리고 소금기가 많아 유익한 열매와 양식이 생산되지 아니 
하는 나쁜 땅으로 창조주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여 그것으로부터 유익함을 얻지 못하는 불 
신자들을 비유하고 있다.「이브누 압바쓰」는 이 비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옥토 
의 열매가 훌륭하듯이 믿음을 가진 자는 훌륭하며 그의 행위도 훌륭하다. 불신자는-돌과 
소금기가 많은 땅이 유용하지 못하듯-추하며 그의 행위도 추하도다”(알따브리 497/12) 

3) “감사하는 백성”이란 하나님의 메세지를 기꺼이 믿고 그 말씀에 따라 현세를 살며 그 은혜 
에 감사하는 신앙인을 일컬음. 

39-1) 노아가 사악한 그의 백성들을 비난했을 때 노아는 그들로부터 조롱과 미친 사람이라고 비 

述的 생0石납必 
넣쇄있 빼故®化 
€했&느g 幻바必與 

랴一爲; 應획^ 생版冗 
© (I호^^심少《슛 쇼I섶^셋! 

災나與^※必샜瓦：賊 
쇼;藏接。허致級낫版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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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때 백성의 족장들이1> 말하 
1 길 우리가 지켜보리니 당신께서 
1 분명히 그릇되어 있습니다々 라고 
1- 하매 

©⑷必 a的觀私^效?腺 

61. 그가 말하길 백성들이여 내 
가 그릇됨이 아니라 실로 나는 만 
유의 주님께서 너희에게 보낸 예 

1 언자로 

삼功多:，i 없느고兵版 
©心과 

62. 이는 주님의 말씀을 너희에 
| 게 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충 

立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어떤 
j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라1ᅩ 

63. 이르되 백성가운데 한 사람 
^ 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말씀이 
I 너희에게 이르러 경고하고1》하나 

님을 두려워하라 그리하면 그분의 
i 은혜를 받으리라고 말함이 너희를 

놀라게 한단 말이뇨 

ᆻ#於^乂삼次^^多1 

©必경화接홧必與 

64. 그러나 그들은 그를 거역하 
였으니n 하나님은 그와 그리고 그 
를 따라 방주에 있었던 그들만을2> 

: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한 그 
들은 홍수에 익사토록 하였으니 

: 그들은 실로 장님이었더라3> 

빼 _떠읽滅擔巡 
호껴身»빠威後功 

웃음을 당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내세에 다가올 그 날을 그들에게 얘기했기 때문이다. 이 
로 말미암이 하나님이 사악한 그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사 대 홍수를 맞게 되었으니 믿지 

1 아니한 자는 익사하였다. 그러나 노아와 그리고 말씀올 믿고 그를 따랐던 이들은 방주에 들 
J 어가 구원을 받았다. 

S 60-1) 선지자들에게 거역하고 현세에 탐닉하도록 유혹하며 권세만을 갈구했던 백성의 우두머리들 
이 라고「아부 하이 얀」은 풀이하고 있다. 

2)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자는 당신「노아」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알바흐르 320/4). 

' ®_1) 창조주의 말씀을 전하고 충고하며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선지자 임 
j 무라고 r이브누 까씨르j 는 말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28/2). 1 

j 63-1) 내세에 있을 하나님의 벌에 대한 경고 

64-1) 노아가 체류하던 기간 내에 노아를 거역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_ 

S 2) 믿음으로 노아와 함께 방주에 올랐던 이들 북 
^ 3)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사상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지자들이 도래한 것에 대하여 그들 S 
통 의 마음은 봉하여져 있었다(알바흐르 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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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하나님이 아드 백성에게1》그 
들의 형제 후드를 보내니 백성들 
이여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 분 외 
에는 신이 없노라 너희는 하나님 
이 무렵지 않느뇨 

66. 그의 백성가운데 믿지 아니 
한 자들의 우두머리가 우리는 당 
신을 어리석은 자로 보며 우리는 
당신이 거짓하는 사람으로 생각한 
다고 대답하더라 

67. 이때 그가1》말하길 백성들이 
여 내가 어리석지 아니함이라 나 
는 만유의 주님이 너희에게 보낸 
선지자로 

68. 내가 너희에게 주님의 말씀 
을 전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충고함이 라1ᄎ 

69. 주님께서 너희 백성 가운데 
서 한 사람을 통하여 너희에게 메 
세지를 보내 너희를 경고함이 놀 
라운 일이란 말이뇨1> 노아의 백성 

次u技^ 父起g與 
©必2淡유巡此 S 

’쇼내빼^ 
©士쇠。빼빠^ 

빠페너느피的! 
© 은요 u슷5 

© 與四;冬씨必期 

效在째%꿋鄭갰次額 
必乂故雄내抄?야w생 

校-1) 아드 백성과 후드 예언자에 관한 애기는 여러 절, 그 가운데서도 특히 26장 1幻-140절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들에 관한 에기는 아랍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들의 시조인 아드는「샘」 
과 r아람」과「아우스」다음으로 노아로 부터 4세대째이다. 그들은 아라비아 남부의 넓은 지 
역 즉 페르샤만 입구에 있는「움만』에서부터 ᅲ하드라마우트」및 홍해 남단 예멘까지 이르 

는 지역을 점령하였다. 그 민족은 키가 크고 또 건축에 능숙하였다. 또한 그들 영역안에 있 
었던 바람이 잦고 모래가 많은 지역(아흐까_프)은 운하로 관개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한편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백성들을 박해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3년에 걸친 기근 
이 계속되었는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드디어 무서운 폭풍이 몰아쳐 그들을 멸망 
시키고 그들의 대지를 황폐하게 하였다. 그러나 아드와 사무드는 구제되었다. 그러나 그후 
그들 백성도 그와 유사한 죄악으로 고난을 받게 되었다. 예언자 후드의 무덤은 현재까지도 
「하드라 마으트』지역 위도 북위 16, 경도 동경 49「무칼라j 북쪽 약 90마일 지역에 있는 
것으로 전하여 지고 있다. 그래서 이슬람역 7월인 라잡 달에 매년 이곳으로 순례를 가기도 
한다.(Hadhramaut Some of its Mysteries Unveiled by D. Van der Meulen and R Von 
Wissmann, Leyden. 1932 참조) 

67-1) 후드、 

於-1》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충고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한 예언자로 너희에게 보내셨으니 
내가 말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라. 

69-1) 너희가 하나님을 상봉하고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옹벌이 있을 것이라 경고하도록 하나님께 
서 너희 백성중에서 한 사람을 선지자로 보내었다는 것이 이상하다 하느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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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멸망케한 후 너희가 이를 계승 
토록 하고 너희에게 힘을 더한 하 
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너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숙고할 
때 너희는 번성하리라 

70.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여 
우리 조상이 섬기던 것을 버리도 
록 당신이 우리에게 왔단 말이뇨1> 
당신이 진실을 말하는 자라면 우 
리에게 약속된 벌이 무엇인가 7} 
져오라2>고 하매 

71. 그가1》말하길 이미 너희 주 
님으로부터 벌과 노여움이 너희에 
게 이르렀노라 너희는 너회와 너 
회 조상이 고안한 우상들에 관하 
여 논쟁을 하려 하느뇨 하나님께 
서는 그들에게 무런 능력도 부 

여하지 아니 했노라 기다려라 나 
도 너희와 함께 기다릴 것이라2> 

72.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와 그 
리고 그와 함께 하였던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였으되 말씀 
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한 자들은 
멸망하였노라2> 

73. 하나님이 사무드 백성에게 
그들의 형제 살레를 보내니 그가 
이르더라 백성이여 하나님을 경배 
하라 그 분 외에는 신이 없노라 
이제 너희 주님으로부터 너희에게 

@ 公보多것致心抄 

久^O향匕致^^: 

必 (※少생眞々대도향毛多합、 

^文^타혼과쑈嫌 

쉬그“서^^^육寒향 

匕端노々 U및0방%多賊々 … 

^J==0 占!炎킴고文유 향성多必]石交好 

70- 1) 후드여! 우리에게 약속된 벌을 이르게 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숭배하던 신들과 우상들을 멀 
리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리라. 

2) 우리는 약속된 벌을 당신이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 한다면 우리는 당신의 말올 믿지 않으리 
라. 

71- 1) 후드 
2) 그 벌이 있으리니 기다리라. 나도 기다리는 자 중에 있느니라. 

72- 1) 후드와 그를 따라 믿음올 가졌던 이들 
2) 그들은 불신과 거짓을 더하여 갈 뿐 회개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자 하나님은 몹쓸바 
람율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ᅲ아부 싸우드」는 말하고 있다<아부 알싸우드 174Z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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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증이 이르렀거늘 이것이 하나님 
이 너희에게 예증으로 보낸 암낙 

S 타라 그리하니 하나님의 대지 위 
: 에서 풀을 뜯도록 놓아두되 해치 

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고통스러운 벌을 받으리라n 

致쑈는 쑈년衣나A5 더나 
0 했고抄皮아知江※必本必1 

74. 이르되 아드의 백성을 멸한 
후 너희가 이를 계승토록 하고 너 
회가 그 대지위에서 거하도록 하 

1 였으니 너희는 평원에 궁전을 세 
우고 산에 집을 지었으매 너희는 

|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상기 
1 하고 대지위에서 사악함을 행하지 
: 말라 

&회求必如;합災있힛能 
6^4玄ill후基i (노 i笑남任(보效 1 d 
必:댓 d!券성;스必齡상强：)대 

75. 이때 살레 백성가운데 거만 
한 족장들은 억압 받은 이들에게1ᅮ 
실로 살레가 주님이 보낸 예언자 
인가 라고 물으니 그가^ 주께서 
보내온 것으로 믿습니다 라고 대 

![ 답하였으나 

드占브회1 쑈J必3 明 
빼여고제 
니』막하및하公々 

© (!>효?“ 

76. 거만한 자들은 우리는 당신 
；：; 들이 믿는 것을1> 불신함이라 말하 
f 더라 

、仏必、々셌S!ᄊ收典的 

73-1) 사무드 민족은 아드 민족의 문화와 문명을 계승하였다. 이들은 아드족의 사촌 형제로 이들 
얘기도 역시 아랍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다. 사무드는「아람」의 형제인 r아비르』의 자손으로 
노아의 후손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메디나와 시리아 사이에 있는 아라비아 북서쪽에 거주 
하고 있었으며，산악지대와 광활한 계곡(와디)과「꾸라」의 평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선지자 
무함마드가 헤지라 9년째에 메디나에서 북쪽으로 약 400마일 떨어진 시리아로부터 침략하 
여 온 로마군에 대항하여「타북」으로 원정에 나섰을 때 선지자와 부하들은「사무드」의 유 

I 적지를 지나가게 되었다. 최근에 발견된「페트라」도시가 유럽학자들이 소위「나바티」문명 
이라고 부르는 r애굽」과「그래고-로마」문화와 관련된 건축양식이기는 하지만「사무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물질 문명의 발달로 [사무드」백성은 신을 믿지 아니하게 되고 오 
만하고 거만하였기에 지진으로 그들을 멸망시켰다. 

' 75-1) 예언자 살래를 따라 믿음올 가졌던 이유로 박해를 받았던 백성들 
2) 살레는 주님으로 부터 우리에게 보내어진 선지자로써 그의 메세지에 관해서는 질문할 필요 
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알바흐르 330/4). 

76-1) 살레를 예언자로 믿는 것을 우리는 불신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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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그리하여 그들은 암컷의 낙 
1 타를 살해하고 주님의 명령을 거 

역하며 살레여 당신이 예언자라면 
S 우리에게 약속한 벌을 보이라 말 
1 하더라 

典^)워느거^!以드성 G川，巧 
。소.며典하以 

78. 그리하매 땅이 진동하여 그 
! 들을 덮치니 그들은 그들의 집에 
| 서 멸망하여 엎드려 있더라 

© (以“쇠 UDJ々☆우，;多英s 

79. 이때 살레는 그들로부터 돌 
아서 이르길 백성들이여 실로 내 

i 가 너희에게 주님의 메세지를 전 
하고 또 너희를 위해 충고하였으 
나 너희는 충고하는 이들을 사랑 
하지 아니 하느뇨1ᅭ 

폐ᄂ ■피與 o 延；與 
® v송고!)히낯교i화고그; 

80. 하나님은 또한 롯을 보내니 
그가 그의 백성에게1> 이르더라 너 
회 이전 어떤 사람도 저지르지 아 

； 니한 부끄러운 일을화 너희들은 저 
지른단 말이뇨 

ᄄ화T切^：^하\성； 
© i士此!은낮;'!々i 

81. 너화는 여성을 마다하고 남 
1 성에게 성욕을 품으니 실로 너희 

는 죄지은 백성들이라11 ©述。後法版 

82. 이때 그의 백성은” 그들을 
? 고을에서 추방하라화 실로 이들은 
L 순수한 자 되려 원하는 자들이라 

必병此多 

형 

1 79-1) 실로 나 살레는 너희에게 메세지를 전하고 이를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응벌이 있 
을 것이라 이미 경고하였으며 또 내가 너희에게 충고함에 전력을 다하였으나 너희는 충고 

: 하는 이들에게 계속하여 증오하고 적대시 하도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27〉. 

S 80-1) 롯이 소돔의 백성들에게(창세기 19장 24-26절 참조) 1 
! 2) 창세기 19장 30-36절 참조. 

81-1) 하나님께서 허락한 여성을 두고서 남성이 남성의 둔부에 성생활을 하도록 성욕을 조성했던 
! 사악한 백성들. ! 
표 과 
| 82-1) 롯의 백성들이 롯에게 대답하길. : 

2) 롯과 롯을 따라 믿음을 가진 이들을 고을에서 추방하라. 그들은 우리가 행하는 대로 하지 I 
아니하는 자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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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그러나 하나님은 그1》와 그의 
아내를 제외한 그의 가족을2> 구하 
였으며 그녀는 그의 백성과 함께 
남아있었더라3> 

84. 그리고 그들 위에 유황 비를” 
내리게 했으니 죄지은 자들의 말 
로가 어떠 했더뇨 

85. 하나님은 마드얀의1) 백성에 
게 그들의 형제 슈와이브를 보내 
니 그가 이르더라 백성들이여 하 
나님을 경배하라 그분 외에는 신 
이 없노라 이제 주님으로부터 너 
희애게 예증이2> 이르렀거늘 치수 
와 무게를 공평케 하고 그들의 것 
을 삭감하지 말며 개심한 후3} 대 
지 위에서 해악됨을 하지 말라 너 
회가 믿는 신앙인들이라면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리라 

86. 모든 길에 응크려 앉아 하나 
님을 믿는 이들을 위협하고 방해 
하몌> 그 안에서 그릇된 것을 찾 
으려 하지 말며2> 너희가 소수였으 
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여 

드難必:여妙此인與T 

與;띠혹此 
必、巧與取起렇此;)MU 

《“3수도谷 
노)I 占3J 수j호 짓;고 찼느^ 

© 多文玄셨以■쓰되) 

(못 6; 文/느화心 0《以스호켓; 

빠떠J技; 知과 

교외^收然L4 文심! 文있1 

期-1) 롯 
2) 미음을 가지고 롯을 따랐던 신앙인들 
3) 하나님은 롯과 믿음을 가진 그의 가족을 구하였으나 롯의 아내는 롯을 기만하고 위선하며 
하나님을 불신하였기에 벌이 롯의 백성에게 이르렀을때 멸망한 이들과 함께 멸망하였다(알 
따브리 551/12). 

&4-1) 9장 82절 및 15장 73-74절 참조 

紋-1) 마드얀은 부족 또는 도시 명칭으로 헤자즈로 가는 길목 마안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r이 
브누 카씨르」는 말하고 있다. 

2) 하나님께서 내가 선지자임을 확중하는 기적 
3) 선지자들을 보내어 사탄의 유혹에 빠진 너희를 구제한 후 

敗-1) 오만한 무리들은 예언자 r슈와이브」에게로 이르는 길에 앉아서「슈와이브」에게로 가고자 
하는자는 누구든 방해하며 그는 거짓말장이므로 그에게 가지 말라고 하였다. 이것은 마치 
후에 메카 꾸레이쉬 불신자들이 최후의 예언자이며 선지자인 무함마드에게로 가려 한 자를 
방해하였던 것과 같다고 r이브누 압바쓰ᅥ 는 풀이하고 있다(알바흐르 338/4). 

2) 이들 오만한 무리들은 그 당시 말하길，“이 종교는 이성과 지혜를 벗어난 그들의 무모한 오 
락을 따르는 종교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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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죄지은 자 
j 들의 말로가 어 떠함인가 지켜보라 

87. 내가 그것으로 이르렀을때 
5 믿는 무리와 믿지 아니한 무리가 

있었다면 기다리며 인내하라 하나 
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리니 그분은 

으 가장 훌륭한 재판관 이시라n 

期. 그의 백성 중에 오만한 자들 

J 의 우두머리들이 말하더라 슈아이 
J 브여 우리는 그대와 그리고 그대 

와 함께 믿음을 가진 그들을 우리 
J 의 고을에서 추방하리라 아니라면 
그대들이 우리의 종교로 돌아오라 
하니 슈아이브가 이르더라 우리는 
그것올 증오함이라1》 

89.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사 우 
리가 너희 종교로 돌아간다면 실 
로 우리는 하나님께 거짓하게 됨 
이라13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 
니 우리가 그것으로 돌아감이 합 
당치 않음이라 주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지혜안에 두셨으니 주여 
저희는 하나님께 의존하나이다 진 
리로써 저희와 이 백성들을 심관 
하여 주소서 당신이야 말로 가장 
훌륭한 심판자 이십니다 

90. 그의 백성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의 우두머리들이 말하더라 너 
회들이 슈아이브를 따른다면 너희 
들은 분명히 멸망하리라 

©(드니싯I文:五仁 

今나^ 
i之在툐 I笑J얹피노; 

© 仏쯧必도노;요그는以심^;“:식 

路#1必》_成셋쌨雄 
_衣《巧;'起5우；고。0(3고！;1;4육화 

碑하g效☆狀孤:分成5均系^ 

篇物海됐染캤.쇼紙r見物 
乾轉敬效支出於此接多藏斗:; 

따拜 j 설占難必s紙 as 

©cUi수확多！ 

87- 1) 믿는자에게는 승리가 있올 것이요 불신자에게는 옹벌과 손실만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과 경 
고라고「아부 하이 얀」은 풀이 하고 있다(알바흐르 340/4). 

88- 1)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들을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오만하고 거 만을 피우던 슈아이브 백성 
의 두목들은 선지자 슈와이브와 믿음올 가진 신앙인들에게 그들 불신자들의 종교로 돌아오 
라고 하면서 만일 그렇게 아니한다면 추방하겠다고 맹세하고 있다. 

粉-1》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희 우상승배 종교로부터 우리를 구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 
셨는데 우리가 너희 종교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가장 큰 거짓중의 하나라고 말하면서 불 
신자들의 요구와 유혹을 물리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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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그때 땅이 진동하며》그들을 
덮치니 그들은 시체가 되어 넘어 
지더라2> 

92. 이렇듯 슈와이브를 거역한 
자들은 그들이 살지 아니했던 것 
처럼 멸망했으니 실로 슈아이브를 
거역한 자들이 손실자들이라 

93. 그리하여 슈아이브는 그들을 
떠나면서 백성들이여 실로 내가 
주님이 보낸 메세지를 이미 너희 
에게 전하였고 너희에게 충고하였 
옴이라 그러하매 내가 어찌 믿음 
을 거역하는 백성들을 보고 슬퍼 
하리요1> 

94. 하나님이 고을에 예언자를 
보냈을 때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과 역경을 맛보도록 했으니 
이는 그들이 겸손함을 배우도록 
했노라” 

95. 그런 후 하나님이 그날의 고 
난을 거두고 번영하게 하니" 그들 
은 번성하여 말하길 우리의 선조 

、其成 
©心此쌘的쑈 

여安X技2[名용3冗고* ^ 

見切V雜敬藏:^分넷巡版 
않犯及加 

於i 舞^;향^策用^ 

91-1) 대지진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ᆻ 
2) 마드얀 백성의 운명도 사무드 백성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밤에 일어난 대 지진에 의하여 멸 
망되었으며 그들의 집이 바로 그들의 무덤이 되어 버렸다. 

93- 1) 내가 그들에게 메세지를 전하고 충고 하였으나 그들이 나의 충고를 따르지 아니하니 슬퍼 
할 필요가 없는 그들에게 어떻게 슬퍼한단 말이뇨? “하나님이 유일성을 부인하고 그분의 
선지자를 거역하여 멸망케 된 백성에게 어떻게 내가 슬퍼한단 말이뇨?” 라고「따브리j 는 
덧붙이고 있다(알따브리 571八2). 

94- 1) 인간은 최초에 순수하게 창조되었다. 그런데 세상에 예언자 및 선지자들이 오게 된 것은 세 
상이 부패하고 부정이 있게 되자 창조주의 말씀을 전하여 이 부정 부패를 일소하기 위해서 

였다. 이러한 사회악과 대적하는데는 시련과 고난이 따른다는 점에서 예언자 및 선지자들 
은 더 많은 시련과 고난올 이겨내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다. 예수도 말하길，**내가 세상에 화 
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마태복음 10장 34절) 

95- 1) 빈곤함을 풍요롭게 하고 병들고 약한 자에게 건강을 주어 강하게 하니 
2) 오만한 백성들은 이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말하길，“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찾아 
오는 일반관습으로 선조들이 그랬듯이 고난이 있으면 다음에는 편안함이 오는 것이나 우리 
가 겪는 고난을 하나님이 내린 벌이 아님으로 우리는 우리 종교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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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들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하였으 
J 나 풍요로웠습니다와 하더라 이처 
1 럼 그들이 알지 못하매 하나님은 
1 그들을 갑자기 앗아 갔노라기 

96. 그 고을의 백성들이 믿음을 
i 갖고 하나님을 공경하였다면1》하 
3 나님은 그들을 위해 하늘과 땅으 
1 로부터 축복을 열어 주었으리라기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거역했으니 
1 하나님은 그들이 얻은 것으로 말 

미암아 그들을 앗아 갔노라 

껸5떠혔빼따^切幽； t 

©떼^다 ; 

97. 고을의 백성들이 잠드는 밤 
에 하나님의 벌이 그들에게 이를 
때 그들이 안전하더뇨]> 

與%다分⑬―御的6鄭 ; 

1 

98. 혹은 오락을 즐기는 밝은 낮 
: 에 그들에게 도래할 하나님의 벌 

에 대하여 그 고을 백성들은 안전 
하더 뇨 

分'좌해빼|해⑷ ! 
©복災 

: 99.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 
1 하여 안심하느뇨 어느 누구도 하 
: 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안심하지 
아니하나 멸망한 백성들은 그렇지 

1 아니하였더라1ᅭ 

j劉앴必典必낮必: 

5 

3) 그들 백성들에게 있었던 고난은 관습적 또는 으례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 
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행한 사악한 일들올 단념하게 한후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 봄 
들로 하여금 그 은혜에 감사하도록 하시려 하였다. 그러나 오만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니 그들에게 응벌을 내려 멸망케 하였을 뿐이다. i 

96-1) 하나님을 거역하여 멸망되었던 그 고을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들을 믿고 불신 S 
한 행위와 사악한 행위를 멀리하였다면. 

2) 하늘로부터의 축복은 비를，땅으로부터의 축복은 열매와 과실이라고 풀이되기도 하며 한편 
「싸디」는 일용할 양식 이라고 말하고 있다(알바흐르 348/4). ! 

1 3) 선지자들을 거역했으니 

I 97-1) 함자는 의문사로써 부정을 의미한다. 

99-1) 진실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선올 실천하면서도 그것이 온전한 선인지 염려하고 
기도하나 사회 또는 공동 사회에서 부정 부패를 행하는 이들은 오히려 태연하며 안심하고 육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한다는 교훈이다. 모세시절 그 당시 1 
지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국가들 가운데 애굽의 속박에 대항한 투쟁올 발견하고 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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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선조들을 계승받아 대지를 
물려 받은 이들에게 그것은 하나 
의 교훈이 아니더뇨 하나님이 원 
하사■ 그들이 죄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케 하고 마음을 봉하 
니 그들은 듣지 못하더라1> 

，必。必햇쑈고교成必-:巧 ; 

©예산 

101. 하나님이 그대에게” 그 고 
을에2> 관해 이야기 하리라 실로 

i 선지자들이 예증을 가지고 그들에 
게 도래하였으나 이전에 거역하였 
듯이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매 
하나님은 믿음을 거역한 이들의 
마음을 봉하셨더라 

與取 士a我)^，逃 1 

화 _故»떠建벼 

102. 하나님은 그들 대다수가 그 
들의 성약에 진실되지 못하고1》그 
들 대다수가 거역함을 알았더라@ 

띠 a빠^雙斤여 : 

\ 

103. 그리하여 하나님은 후에1ᅳ 
모세를화 통하여 파라오와” 그의 

i 우두머리들에게 하나님의 예증들 
올4》보냈으나 그들은 그것을 거역 
하였으니 보라 악한자들의 말로가 
어떠 하더뇨 

1⑥⑯겠心#;부괘!개故？多 S 
0^소收災^起^^i必남 

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한 것과 그후 최후의 선지자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메세지 
를 가지고 도래한다는 것을 불신함으로써 그들을 방황케 한 역사적 사실들을 발결할 수 

j 있다.「하싼 바스라」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선을 ! 

행하면서도 항상 염려하고 두려워 하는 사람이나 불신자는 사악함을 행하면서도 안전하다 3 
고 믿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다<이브누 카씨르 무크타싸르 38/2). 

100-1) 이 절은 지나간 세대와 동시에 전 세대로 부터 대지와 권력을 물려받은 후손들에게의 교 
훈이요 경고로 풀이된다. 즉 전 세대로부터 계승받은 모든 것도 그들이 죄악에 빠질 때 전 
세대와 다름없이 창조주의 벌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101-1) 무함마드 
우 2) 앞절에서 언급된 고올 

102-1) 많은 백성들이 성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 2)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벗어나 있었다. 

103-1) 모세 이전에 보내어졌던 선지자들 이후 
2) 이므란의 아들인 모세 

1 3) 모세 시절 당시 애굽(지금의 에집트)의 왕 
_ 4) 기적들과 그밖의 예중들. 



제 7장 아으라프 : 104ᅳ108 275 •및b(li않 

104. 이때 모세가 이르길 파라오 
예> 내가 만유의 주님이 보낸 선 
지자라2> 

105. 나는1> 하나님에 관하여 진 
리외에는 얘기할 권리가 없으며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에게 왔으니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가도록 하여 주소서 라고 요 
구하니2> 

106. 파라오가 대답하길1} 그대 
가 진실이라면 가져온 예증을 보 
이라 하더라 

107. 이때 모세가 그의 지광이를 
던지니 보라 그것은 분명한 뱀이 
되었더라1> 

108. 또 모세가 그의 손을 꺼내 
니 보라 그것은 모든 구경꾼들에 
게 하얗게 되었더라1> 

104- 1) “피르아운”은 아랍어로 영어의 “pharaoh”가 우리 말로는 “파라오”라 번역되어졌다. 이것은 
한 왕조의 연대를 일컫는 것으로 애굽의 어떤 특정왕을 일컫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옛 상 
형문자 페라(Per-a비로 거슬러 올라 가는데 그 뜻은 “큰집”이란 의미이다. 모세 이야기에 
나오는 파라오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기록된 자료의 부재로 알 수 없으나 토마스 1세 
(Thothmes I)는 B. C 1540년경 초기 18대 왕조의 파라오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The 
Glorious Quran, Translation and Commentary. Abdullah Yusuf All. p.372. Note 
No.1072) 

2》파라오가 제 스스로 주님이라 주장하였을 때 모세가 말문올 열고 말하길，“실로 나는 만유 
의 주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하였다. 

105- 1) 모세. 
2)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그들 선조들의 고향인 성서의 땅으로 가도록 파라오에게 
요청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33). 

106- 1)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하길 

107- 1) 모세가 던진 지광이는 몸집이 크고 입이 뱀이되어 파라오를 향하여 재빨리 갔다고 r이브 
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34). 

108- 1) 모세의 두번째 기적으로 애굽 백성들을 당황케 만들었다. 모세가 그의 가슴에 걸친 마포자 
락속에서 그의 손을 꺼냈을 때 그 손은 태양 빛이 아닌 신성한 빛 같이 하얗게 빛나고 있 
었다. 기적으로 나타난 모세의 손은 하늘과 땅 사이를 비쳐주는 빛올 가지고 있었다고「이 
브누 압바쓰」는 덧붙이고 있다. 

소요^^^남 i 

샜必 k요여힛巧 多¥ 
© <3;!고必《뇨、내장 

었’i反“항 라도技교 
©은安分ill 

©도齡次^어與^f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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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이때 파라오 백성들의 우두 
머리들이 말하길 이는 숙련된 마 

I 술사라 

各私뇨必:^炎^쇼效여 

110. 그가1ᄆ 너희의 땅에서 너희 
： 들을 추방하려 의도하니2ᅮ 너희들 

P 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뇨 

©※能여技^典其!應J 

111. 그들이 말하길 그와 그리고 
J 그의 형제를1》잠시 보류하라 그리 

고 사람을 각 도시로 보내어 

쇼公？多;삯었;^5향남 

1 112. 숙련된 우리의 모든 마술사 
6 들을 그대에게1ᅮ 오게 하리요 

©서0的次 

113. 그리하여 마술사들이 파라 
오에게로 와 말하길1> 물론 저희가 
승리한다면2> 그에 상응한 보상을 

j 받게 되겠지요 라고 말하니 

於\!^製판상何 
@<잃分 

114. 그가1》말하길 그 이상이라 
? 또한 직책이 올라가 내 옆에 있게 

되리 Hp 하니 

©빼심，체 

115. 그들이 말하길1》모세여 그 
| 대가 먼저 던질 것이뇨 아니면 우 

리가 먼저 던질 것이뇨 라고 말하 
국 니 

® 以숏公心^ 소々값多젖넜活 

3 110-1) 모세 
: 2) 모세가 행한 2가지 기적은 애굽인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했으니 모세의 기적은 일반 마술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모세보다 
훌륭한 마술사를 찾아 그들이 더 우세함을 보여 주려 하였다. 한편 파라오가 말한 것처럼 
모세가 애굽인들을 추방하려 의도한 것은 아니었으며 단지 애굽의 속박을 없애려 했을 뿐 

1 이다. 

( 111-1) 그와 그리고 그의 형제는 모세와 아론을 가르킨다. 

1 112-1) 모세 

: 113-1) 파라오가 마술사들을 모아 데려오라 하여 대신들이 마술사들을 모아 파라오에게 왔을때 
I 말하길. 

2) 저희가 저희의 마술로 모세를 제압한다면 

1 114-1) 파라오 
2) 그들 마술사들이 요구한 것 이상으로 더하여 줄 것이라 파라오는 약속하였다고 r꾸르뚜비j 
는 풀이하고 있다. 

j 115-1) 마술사들이 모세에게 말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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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6. 모세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 먼저 던지라 하니 그들이 먼저 던 

져 백성들의 눈을 유혹하고 그들 
1 을 두려움으로 가득차게 하는 마 
| 술을 보였더라1> 

-  . : :  .'- 

f■내⑶띠: 

| 117. 그런후 하나님은 모세의 심 
중을 감화하여 그대의 지광이를 

1 던지라 하니 보라 그것이 그들이 
1 꾸며낸 허위를 삼키더라 

교公與보고#그少多 起此 
©(I炎泳; 3 

118. 그렇게하여 진리가 입증되 
| 고 그들이 하던 모든 일들이1) 공 
i 허하게 되었더라 

119. 그리하여 그들이1》그곳에 
S 서 패배하여 물러서니 © 소4용세公과5폐^多^ 

120. 그 마술사들은 엎드려 경배 
하고1) 

© 은。安과?건도해; 

121. 말하길 저희는 만유의 주님 
" 을 믿나이다 말하며 © 么요A든와대S巧 

122. 또한 그분은” 모세와 아론 
| 의 주님이시라 하니 

©SJ노/‘» 송:? 

123- 파라오가 말하길 내가 너희 
에게 허락하기 전에 너희가 그를1> 此封效의 G條;냥;效抄:雜 

1 
^ H6-1) 모세와 아론은 가장 숙련된 애굽의 마술사들에 대항하여 고난을 겪에 되었다. 그러나 그는 
■ 확신을 갖고 침착하며 애굽 마술사들로 하여금 먼저 그들의 지팡이를 던져 마술을 보이도 

록 하였다. 그러나 애굽 마술사들이 보인 마술은 묘기와 요술에 불고하였으나 모세가 던 
1 진 지광이는 애굽인들의 마술이 유혹과 허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구약성서， S 

출애굽기 7장 10-12절에서도 그 사실이 잘 나타나 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 
! 호와의 명하신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광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S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승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광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j 

118-1) 마술사들이 보였던 요술 

j 119-1) 파라오와 그의 추종자들 

120-1) 만유의 주님에 대한 믿음을 선언하고 

122-1) 모세가 믿은 하나님 

123-1) 모세. 

면g難■■臣■■網職■，■화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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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단 말이뇨 너희는2> 추방하려 
계획한 자들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결과를 알게 되리니3> 

67御取，起A滿終與 

124. 내가 너희들의 두 손과 두 
발을 서로 다르게 잘라1ᅭ 너희들 
모두를 십자가에 매달아 두리라2ᄎ 

沒幽호 빠分씼;浴身於政 

125. 그들이1> 대답하길 우리는 
주님께로 귀의 할 뿐이요 ©빠延玉■與 

126. 그러나 주의 예증이 이르러 
우리가 그것을 믿었다하여 너희는 
우리를 보복하지 못하리요 주여 
저희에게 인내함을1> 주옵시며 저 
회가 무슬림으로서 임종케하여 주 
소서 

致怒其©路 心,賊以화必% 
©M雜松폐與j 

127. 파라오 백성들의 우두머리 
들이 말하더라 폐하는 모세와 그 
의 백성들이 지상에 해악을 피트 
려 폐하와 폐하의 신들을 우롱하 

도록 둘 것입니까 라고 말하니 그 
가 대답하였더라 그들의 아이가 남 
자이거든 살해하고 여아만 살아남 
게하여 그들을 지배할 것이라1ᅩ 

빠⑶빠피 
©G나샜께以私최;少別 

2) 모세와 마술사들 
3) 모세를 따라 하나님을 믿게 된 마술사들에 대한 파라오의 위협이다. 

124- 1) 오른 손과 왼발 또는 왼손과 오른 발을 서로 교차되게 자른다는 뜻(알따브리 34/13) 
2) 쌀라브의 의미는 죽을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둔다는 뜻이다. 

125- 1) 마술사들 
2) 우리 마술사는 하나님께로 귀의하나니 당신 파라오가 우리를 위협하는 약속도 그리고 죽 
음도 두렵지 아니하도다. 

126- 1) 모세와 모세를 따랐던 애굽인들은 파라오의 압박으로부터 인내하여 그들의 회개함이 진리 
임올 보여 주었다. 이로써 모세의 임무는 충만하게 되었고 숫자도 크게 중가하였으며 그들 
이 믿음에 순교하니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쳐 일신교사상을 실현 
하게 되었다. 

127- 1) 애굽왕이 산파를 통하여 태어날 남아들을 모두 살해하고 여아들은 살게하여 애굽의 종으 
로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두지 아니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36). 
또 출애굽기 1장 15-20절에서 잘 나타나 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십브」라 하는 자와 
r부아j 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때에 살펴서 사내 
아이는 죽이고 여아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하여 애굽왕의 명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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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이때 모세가 그의 백성에게 
일레> 하나님께 구원하고 기도하 
라 그리고 인내하라 실로 대지가 
하나님의 것이니 그분의 뜻에 따 
라 그분의 종복들에게 그것을 상 
속하리라2> 그리하여 결과는 경외 

하는 이들의 것이 되리라 

129. 그들이1> 대답하되 저희는 
당신이 저희에게 임하기 전에도 
그리고 저희에게 도래한 이후에도 
박해를 받아 왔습니다 하니 그가2> 
이르길 너희들의 주님께서 너희들 
의 적들욜 멸망케하여 너희로 하 
여금 그 대지 위에서 통치하게 하 
리라 그런 후 그분께서 너희가 행 
동함을 지켜보시리라3> 

130. 그리하여 하나님은 파라오 
백성들에게 수년 동안 가뭄의 벌 
을 주어 수확을 감소시켰으니1》그 
들은 상기하리라 

131. 그러나 그들에게 길운이 있 
을 때면 이것은 우리 덕분이라 그 
러나 불운이 그들에게 있을 때면 
이것은 모세와 함께 있었기 대문 

X느士技ip 起호 效夕授1 
©빼起孤 

校必必乂路뇨영必&방녕郵 
d文뼈; 炎父설 沒 少껜남 

&次료運起지效:5i 

©心多玄sc납꾀 

起짜此가 必 a 郵리與起與 

어기고 남아를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 
여 남아를 살렸느냐 산파가「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여인은 애굽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헤 
를 베푸시니라” 

128- 1》모세는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말하길，“파라오와 파라오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 가하는 박해에 인내하라” 

2)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속했던 애굽의 땅을 하나님의 진실한 종복들에게 상속하리라 

129- 1) 모세의 백성 
2) 모세 
3) 경멸과 노예의 속박으로 고난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되어 팔레스타인에서 
통치를 하였다. 다윗과 솔로몬은 훌륭한 왕들로 역사의 훌륭한 업보를 남겼다. 그러나 이 
스라엘의 승리는 조건이 따랐다. 즉 그들이 행동하는 행위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다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다른 백성들에게 권능과 힘이 주어져 아랍민족에게로 오 
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그 분의 율법을 지키고 경외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 
이다. 

130- 1) 종려나무는 한개의 열매 밖엔 열리지 아니했다고 헤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알따브리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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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그들은 말하도다 실로 불운 
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나1ᅳ 
그들 대다수는 알지 못하더라2ᅭ 

132. 이때 그들이 말하길1》그대 
가 우리에게 가져온 예증은 우리 
를 유혹할 뿐이니 우리는 그대를 
믿지 않으리라 

©폐 

多反、ᄊ쟌。、起야=잰起 
©^af 

133. 그리하매 하나님이 그들에 
게 역병을1> 보냈으니 생명을 앗아 
가고 메뚜기들과 나방들과 개구리 
들과 피로서 분명한 예증을 그들 
에게 보냈으나 그래도 그들은 거 
만하였으니 그들은 죄지은 백성들 
이라 

f 我 1/巧與셨; 故難 

134. 역병이1} 그들에 이를 때마 
다 모세여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약속한 것으로 저희를 위해 기도 
하여 주소서 그대가 저희에게서 
그 역병을 거두어 준다면 저희는 

b고明油 셔與3接方; 班 
到瓦욋i컁版ᄄ너냉느나 

© 여수뾰? 고그 

131- 1) 그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종류의 행운과 재난은 모세 때문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터 일어 
나는 것이니 그들의 재난과 불행은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고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r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루흐 알마아니 32/9). 

2) 그들의 거만함과 오만과 불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재앙이 있었던 것으로 생 
각치 않고 모세 때문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132- 1) 파라오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길 

133- 1) r뚜판」은 여러가지 재앙으로 역병이나 대 홍수로 인명을 앗아간 재앙으로 풀이 된다. 메 
뚜기 떼들을 보내어 곡식과 과일들을 먹어버리게 하였고，나방들을 보내어 메뚜기가 먹다 
남은 것을 먹게 하였으며 개구리들을 보내어서는 집과 식탁에 가득차게 하여 누가 말을 
할때 그의 입으로 개구리가 들어가도록 하였으며 우물과 강을 피로 물들여 마실 음료수를 
고갈케 만들었다. 구약 출애굽기 4장 3절，9절，15절 및 제12장 29절에서도 여러가지 재앙 
을 말해주고 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출 4장 3절)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였다가 육지에 부으라 네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ej■(출 4장 9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출 4장 15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 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출 12장 29절)” 한편「이브누 압바쓰j 는「뚜판j 을 농사와 곡식과 
열매가 물에 잠겨 부패할 수 있는 많은 비라고 해석을 덧붙이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45/2). 

134-1) 앞절에서 언급된 재앙과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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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을 보 
내겠다 라고 그들은 말하더라2》 

135.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들에 
게서 그 역병을 거두어 주니 일정 
한 기간 뿐이라 보라 그들은 그들 
의 약속을 위반하더라1} 

136.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다른 
재앙을 주었으니 그들을 바다에 
익사케 하였으매1> 이는 그들이 말 
씀을 거역하고 이에 무관심하였기 
때문이라 

137. 이렇게하여 하나님은 겸손 
했던 백성에게]) 축복을 보내고 축 
복의 동편과 서편의 땅을 유산으 
로 주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을 위하여 완성된 주님의 약속이 
매 그들은 인내하였음이라2> 또한 

印상고 必孤걍 I炎지逆縱 

與松多t 쪘쇼;양와;^^또 

로瓦必^齡s대;및峰災 
起; 錢逆後뺐滅獻數 
與述公다從故r徒포料 

2) 모세는 파라오에게 2가지를 요구한 것으로 본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박해하지 말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애굽을 나가도록 요구한 것이었다. 전자에 대한 
요구는 조롱과 멸시로 비웃음만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대역병과 재앙이 일어나 애굽 
인들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이럴때마다 그들은 모세에게 약속을 하며 이러한 재앙을 하 
나님께 기도하여 멈추어 달라고 구원하였다. 그러나 그들을 무서운 재앙으로부터 구하여 
주고 나면 그들은 다시 사악한 행동으로 돌아갔으니 이러한 죄악의 형태가 바로 모든 세 
대를 통하여 본 죄인들의 자세다. 

1351)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죄지은 그들 백성들을 일정기간 용서하여 주었으나 그들 백성 
들은 또다시 성약을 어기고 불신하기를 계속하였다. 

136- 1)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했을때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로를 택하지 아니 
하고 지중해와 가자지역을 따라 가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런 무기를 휴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적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시나이 황야 
로 가는 길에는 적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이들은 홍해바다를 건너야만 
했는데 이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있을때 파라오의 군대가 뒤를 추격하였으나 이들은 홍 
해바다에 익사하여 패하고 말았다. 

137- 1) 이스라엘 자손 
2) 고난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통치아래서는 훌륭하고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였 
다. 성역의 땅을 갖게 되었고 축복을 받아 땅과 백성이 번성하였으며 솔로몬은 하나님으로 
부터 지혜의 축복을 받았다. 또한 그의 명성은 동서로 퍼지게 되었으니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었다.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은 한때 애굽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이 
때 거만하고 오만했던 파라오와 그의 백성은 격하되어 있었다. 그들이 기술과 거만으로 세 
운 찬란했던 비석들이며 기념비 또는 무덤들을 흙속에 묻히고 말았고, 그들의 훌륭했던 도 
시들，테베(Thebes), 멤피스(MemjAis) 또는 그밖의 다른 도시들도 그 찬란함이 존재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사라졌다. 고고 학자들은 그 유물들을 흙 속에서 발굴하고 있다. 세대를 
부정 할 수 있는 거대한 스핑크스도 부분적으로 땅속에 묻혀 있었다. 1743년 리차드 포코 
크(Richard Pocock)는 그의 저서 애굽여 행(Travel in Egypt p.41)에서 “이 대부부분의 피 
라밋은 크게 과괴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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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ᅭ,.. 

하나님은 파라오와 그의 백성이 
세운 것들을 파괴하였노라 

紀^ ᄃ 

138.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 
로하여 바다를1> 안전하게 건너게 

; 하니 그곳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 
들이 있는 곳이더라 그들이 말하 
길 모세여 그들이 가진 것과 같은 
신을 만들어 주오^ 라고 하니 모 
세 가로되 실로 너희는 무지한 백 
성들이라 

G뼈沙銳效여細紙仏요 
씼四炯강與넷名고》 

©화，與 功、 

1 139. 실로 이 백성들이 숭배하는 
것은« 멸망할 것이니 그들이 드리 

1 는 숭배는 헛됨이라 

齡法 5與灰 必松公通多좌 

140. 그가1> 일러 가로되 내가 너 
회를 위하여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을 구하라 하느뇨 다른 백성보다 

S 너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2> 

必뼈해效빼■ 

141. 기억하라 하니1> 하나님께 
1 서 파라오 백성들로부터 너희를 
구하사 그들은 너희에게 고난을 

:: 주어 너희의 남아들을 살해하고 
여아들은 살려 두었으니 그 안에 

I 는 너회 주님께서 내린 큰 시험이 
| 있었더리외 

M 혀쐈炎炎述次 ^敎地 
雄 a必起 述^接和성^ 

©起부與◎效 

138-1) 에집트 북동쪽에 있는 스웨즈 만에 있는 꿀잠 바다로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ix37). 

i 2) 그들이 신들올 모시고 있듯이 우리들 만이 숭배하는 신을 만들어 주소서(알바흐르 378/4) 

| 139-1) 우상숭배 

j 140-1) 모세 
2) 그 시대에 있어서만 다른 백성보다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는 뜻이다(알따브리 

I 84/13). 

141-1)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내(하나님》가 파라오의 압박으로부터 너희를 구한 은혜를 상기하라. 
" 2) 모세의 입올 통하여 계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첫째는 계속된 속 

박에서 백성들은 인내함을 배워야 했고，둘째는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겸손함과 참다운 
선행을 배워야 한다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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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하나님이 모세에게 서른 밤 
을 약속하고 거기에 열흘을 더하 
여 사십일을 채웠으니 주님과의 교 
화가 사십일로 끝났더라]) 그리고 
모세는 형제 o}론에게 일러가로되 
저를 대리하여 저의 백성을 다스 
려 교화하여 주고 악을 행하는 자 
들의 길을 따르지 마소서2〉 

143.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약속 
한 장소로 오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이 있었노라 이때 그가1》주여 
제가 당신을2> 볼 수 있도륵 당신 
의 모습을 보여주소서3> 라고 말하 
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직접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저 산을 보라 그것이 제자리에 남 
아 있으면 그때 네가 나를 보리라 
그때 주님께서 그 산에 영광을 보 
이시어 그것을 먼지처럼 만드니 
모세가 기절하여 넘어지더라 그가 
정신을 차려 일어나 말하길 당신 
께서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저는 

142- 1) 본 절에서 신비적인 교훈과 교리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이슬람간에 매우 유사하 
면서도 계속 비교되고 있느 점이 보인다. 모세가 산상에서 40일밤 동안 주님과 교화 한 것 
은 예수가 복음을 전파하기전에 광야에서 40일 낮 동안 금식을 했던것과 비유(마태복음. 
lv.2) 될 수 있으며 최후의 선지자 무함마드가 복음을 전파하기 전 40년 동안을 준비 한 것 
과도 비유된다. 언급된 3가지 경우에서 공통된 점은 모세와 예수 그리고 무함마드가 복음 
올 전적으로 전하기 시작하기 전 까지는 그들의 백성들과 떨어져 있었다는 점이다. 40일 
동안의 기간은 30일과 10일로 분할 할 수 있겠는데 30일의 기간은 이슬람에 있어서 라마 
단 달의 30일 동안의 단식 기간을 그리고 10일은 둘 하지 달 10일로 본다XThe Glorious 
QurarL Translation Comemontary by Abdullah Yusuf Ali. p.381. Note No. 1100) 

2)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백성들을 인도하는 선지자들이 공석중일 때 백성들을 지도하는 
임무는 예언자들의 형제 또는 그 사회의 일원에게 이양되어 인간 사회적 측면에서 모든 
임무가 계속 수행되어져야 한다는 교훈으로 본다. 

143- 1) 모세 
2) 주님, 하나님 
3) 주님께서 중개자 천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을 모세에게 들려 주었을때 모세는 
주님을 보고 싶어졌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 달라고 하였다(알꾸르뚜비 mm. 
한편「압달라 유스프 알리」는 그의 꾸란해설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자 했던 것 
은 아직 그가 예언자로써 완전히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손을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빼내었을 때 그의 손이 
빛나고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다(vii. 108). 

에피故^石馬; 와 
仏於섯故起삿別,^版〉 

在典將;여起起必取均; 

必 a與在取)射施與와 
聲#四화終다必 
6여^및향혹^, 

© —캇③^明t起장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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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께 회개하며 제일먼저 믿는 
사람이 되겠나이다4> 

144.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모세 
야 내가 너를 선택하여 나의 메시 
지와 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 위 
에 두었으니1》내가 그대에게 준 
것을 가지라 그리고 감사하라2> 

145. 하나님은 만사에 관한 율법 
을 서판1〉에 기록하여 그에게 주니 
그것은 만사에 관한 교훈이요 설 
명이라2》그리고 말씀하시길 이것 
을3》굳게 잠아 그대의 백성들로 
하여금 최선의 것으로 따르도록 
명령하라 곧 내가 사악한 자들의 
거처가 어떠함을 그대에게 보여주 
리라 

146. 세상에 진실이 아닌 것으로 
거만해 하는자 있으니 나의 징표 
로부터 그들을 멀리 두리라 그들 
이 모든 예증을 보매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이 올바른 길을 보 
매 그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히 
려 그릇됨을 보고 그 길을 따름이 
라 그렇게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에 게을리 
했노라1》 

水 U◎收‘鄭 I 此私服 
©⑩⑬®여합沒 

!;발此갗端 sji必松“少쐈 
©—다接고此다 

5述frW생少넜必接射多나 
iK始述此 “☆製邊|않 
聲技않쑈於과북%接一: 

4) 현세에 사는 사람으로써 어느 누구도 당신 하나님올 볼 수 없음을 당신 주님께 중언하고 
제가 당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 달라고 한 저의 요구에 대해 회개하였으며 그래서 당신 
의 가장 위대하심을 믿는 가장 첫째 사람이 되겠습니다. 

144- 1) “다른 사람위에 두었다”는 뜻은 그 시대에 있었던 백성들위에 두었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 

모세는 하나님의 메세지와 말씀을 계시받았고 또 하나님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영광을 가 
졌기 때문이다. 

2) “내(하나님)가 그대 모세에게 직접 나의 형상을 보여주지 아니하였으되 온 누리의 어느 누 
구에게도 베풀지 아니한 은혜를 그대에게 베풀었으며 그 은혜를 선용하고 항상 감사하라” 

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아부 싸우드 1紀作). 

145- 1) 구약성서를 기록했던 것. 
2)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신앙생활과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교훈과 하람(금기된 것)과 할랄 

(허락된 것)에 관한 일반규정 
3) 구약성서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규범 

146- 1) 하나님께서 창조한 대로 진리는 대지위에 정립되고 있다. 즉 자연은 창조된 목적에 따라서 
자연 각각의 임무를 다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인식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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活段^函 

147.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만 
남을1> 거역하는 그들의 모든 일이 
헛되니라 그들은 그들이 하였던 
것 외에 무엇으로 보상받으리요2ᅭ 

148. 모세의 백성들이 그의 부재 
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였 
으니 그것은 하나의 형체로 음매 
하며 우는 듯 보였으나1》그들에게 
말을 할 수 없었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였음이라 그러 
나 그들은 그것을 숭배하였으니 
그들은 우매한 자들이라 

149.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죄 
지음을 알았을 때” 그들이 말하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아니 하셨다면 실로 우리는 
멸망한 백성가운데 있었으리라2호 

와 5넷必;料山粉以與 
츈속例的려째姑 

火、;#。※。◎立I느 
，떠典i公，떼 

©■映從遠 

與技必必包與: 班 
士我與此起 i多心고해 

은 이따금 그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선물로 인하여 지상의 균형을 그릇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오만함과 거만 때문에 저질러 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예중은 아니 없 
는 곳이 없다. 이러한 예증들이 인간의 거만함과 오만에 의해서 멸시를 받고 조롱거리가 
된다면 창조주는 인간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거두어 가실 것이다. 믿음의 부재는 정신적 사 
실들에 대한 소경과 귀머거리를 유발시켜 하나님의 예증들을 보지 못하고 심판의 날과 부 
활의 날에 있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한다. 잠카샤리」에 의하면 본절은 오만과 불신으 
로 하나님의 예중들을 회피하는 자 있으니 그와 같은 자 되지 말 것이며 만일 그와 같은자 
있다면 그들과 갈은 길을 가도록 하겠다는 종말에 대한 경고라고 덧붙이고 있다(알따브리 
97/13). 

147- 1) 죽은 후 다시 살아 난다는 부활. 

2) 인간이 현세에서 실천한 모든 선행은 그 인간이 믿음을 갖고 실천하였을때 보상이 있을 뿐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실천한 선행은 헛되게 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있다.(사프와트 타파 
씨르 제4권 p.42) 

148- 1) 모세가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를 나누기 위해「뚜-르」산으로 갔을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 
배하였다. 이 금송아지가 소리내어 울었다. “쿠와르”의 뜻은 소 울음소리 갈은 것으로 송 
아지를 다루는 애굽 곡마단에 의하여 보여진 속임수였다고 풀이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 
브누 카씨르 51/2). 리튼(Lytton)은 그의 저서「폼페의 최후의 날」에서 고대 애굽의 여신 
의 승려들이 행한 허위였다고 말하고 있다. 

149- 1)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그들의 의식에 대하여 후회하였다. 

2) 이절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그들의 죄악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관용과 은혜를 구하며 보 
호를 구하는 것이라고「이브누 카씨르」는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51/2). 

빼■迎월^■臣 ■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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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모세가 그의 백성에게 돌아 
와1> 분노하고 슬퍼하며2> 일러가 
로되 나의 부재중에 너희가 행한 
것들이 저주를 받으리니 너희는 
주님의 심판을 서둘러 재촉 하였 
느뇨 그리하여 그가3》서판을 던지 
며 그의 형제 머리를 잡아 그에게 
로 끌어 당기니4》그가5ᅭ 일러 가로 
되 내 어머니의 아들이여 실로 백 
성들이 내가 약하다 생각하여 나 
를 살해 하려 하였음이라6} 나를 
꾸짖어 적들을 기쁘게 하지 말며 
나를 죄지은자 가운데 한 사람으 
로 생각치 말라 하더라 

151. 모세가 기도하며 주여 저와 
그리고 저의 형제의 죄를 사하여 
주소세> 저희가 당신의 은혜 가운 
데 들도록하여 주소서 당신은 은 
헤를 베푸는 가장 은혜로운 분이 
읍니다 

152. 송아지를 택하여 숭배한 자 
들에게는 주님의 노여움이 있을 
것이며 현세에서도 수치스러움이 
있으리라n 이렇듯 하나님은 거짓 
하는 자들에게 벌올 주리라 

松i有明의分別!김S 

效소/d# 
있隊쇴述 

■써務»해^ 
©述與쓩|成終少 

고符%’表故仏⑶次많삳明 
©(I은分상、;니 

次;;分次爲^端^接逆^ 
©沒心莫화起妙뺐版 

150- 1)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에서 돌아와 
2) 백성들이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슬퍼하며 
3) 모세 
4) 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던 백성들을 본 모세는 서판을 던져 그것을 깨뜨리고 그의 동생 하룬 
의 머리를 그에게로 잡아당겼다고 풀이되고 있다(따브리 123/13). 

5) 아론 
6)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을때 그들은 나를 억압하고 학대하며 나를 살해하려 하여 
말릴 수가 없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51- 1) 동생 하룬의 힘으로는 우상숭배를 제지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알게 된 형 모세는 그와 그리 
고 그의 동생 하룬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 기도하였다. 

152- 1)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주님의 노여움은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살해 할 때까지 그들의 
회개를 수락하지 아니한 것이라고「이브누 카씨르j 는 풀이하고 있다(알무크타싸르 5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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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江士^^)與였다부必흙 
© 호《향isQ노육s강 

넣滿秘的必3k起社조四; 
©흙;多必조與紀■ 

부;我賊☆理雄以雄少炎와 
與斜^ 淨^^松였 00^ 

G 탁公多終샜從版 ■必착 
路:脚接방철왔被레故法 

©起과多述 

153. 그러나 죄지은 자가 회개하 
고 진실된 믿음을1》가질 때 보라 
주님께서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라 

154. 노여움이1> 가라앉아 모세 
가 던졌던 서판을2> 집어올리매 그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위한 복음과 은혜가 있더라 

155. 모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해 그의 백성중에서 일흔 사람 
을 선발하더라 땅이 크게 흔들려 
그들을 덮쳤을때 그가 기도하더라1> 

주여 당신의 뜻이 있었더라면 당 
신은 오래전에 그들과 그리고 저 
를 멸망케 하였으리요 당신께서는 
우리 중에서 우매한 자들이 행한 
것으로 저희를 멸망케 하려 하십 
니까 이것은 당신께서 보낸 시험 
이니 그것으로 당신의 뜻에 따라 
방황하는 자 있올 것이요 그것으 
로 당신의 뜻에 따라 옳은 길로 
가는자 있을 것이니 당신은 저희 
들의 보호자이시라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당신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가장 으뜸이 
시라 

153- 1)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귀의하여 믿음을 갖되 갈은 죄악을 반복해서는 아니된다는 교훈으로 
본다 

154- 1) 그의 형제 하룬과 우상을 숭배한 그의 백성에 대한 노여움 
2) 계시받아 기록한 구약성서 

156-1) r따브리」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람들을 불러 그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죄를 회개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모세는 그의 백성 가운데서 금송아지를 숭배하 
지 아니한 70명을 선발하여 산으로 을라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한 곳에서 떨어진 장 
소에 그들을 두었다. 이때 그들은 침묵을 지키면서 지켜보고 있었으나 그들의 믿음이 충 
만하지 못하여 모세에게 대들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할 때 까지는 믿지 
아니하겠소(제2장 55절 참조)라고 하자 천둥과 번개가 그들을 멸망케 하려 했으나 모세의 
기도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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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없으며 생명을 주시며 앗아 
가는 분도 그분이시라 그러하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무학자 선 
지자를 믿으라2> 그는 하나님을 믿 
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니 그를 따 
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인도되리라 

159. 모세의 백성들 중에는 진리 
의 편에서 인도하는 무리가 있었 
으니” 

160. 하나님은 그들을 열두 부족 
으로 나누어1> 모세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여 그의 목마른 백성이 그 
분께 물을 구할때 그대의 지광이 
로 그 바위를 때리라 일렀더니 그 
곳으로부터 열두개의 샘물이 솟아 
나 각 부족들이 마실 장소를 알더 
라2> 하나님은 그들 위에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그들에게 
만나와3> 쌀와4>를 보내며 하나님 

이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베 
푼 좋은 것을 먹으라 하셨더라 그 
러나 그들이 거역함은 하나님께 
해함이 없으되 그들 스스로를 해 
치더라 

161.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이 있 
었으니 이 고을에서1ᅭ 거하고 너희 

參와요빼^ 

今;죄^以•셨 (多;々占，i 
©성士 

化犯的以 디仏짱 U災藏 
ᄍ낸比士쇼知^^ᅭ방；;： 
u리‘상향향本雄版多그能 

녀多T;;例황빠샜겨 
多때以따。1처久3; 於I 

@ 以^셰裝 g강^jil比 

比속，떠나於與느明 ■ 

2)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한 무함마드가 최후의 선지자로 선택되어 창조주의 말씀 
을 계시받은 그를 예언자로 믿으라 

159- 1)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것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의로운 사람 
들이 있었다. 

160- 1) 열두 부족은 야곱의 열두 자손을 열두 부족국가로 분류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아부 
하이얀」이 풀이하고 있다. 

2) 각 부족은 그들의 우물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각 부족은 다른 부족의 
우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立「따브리」는 풀이하고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406/4). 

3) 돌위에 내려 앉는 달콤한 것 
4) 메추라기 종류 

161- 1) 이 고을이라 함은 성지 예루살렘을 의미한다. 즉 그 고을에 들어가면서 





제 7장 아으라프 : 1成~168 291 

하고 그들이 그분을 경외하기 위 
함이요 라고 그들이2》대답하더라 

i 

165. 그러나 그들에게 경고된 교 
훈을 망각한 무리가 있었으니 하 
나님은 사악함을 멀리한 백성만을 

1 구하고 죄지은 백성에게는 그들이 
S 지은 죄로 말미암아 엄한 벌을 주 
J 었노라 

생난며빼⑶ᄂ雜强 ! 

多와聲방s功版^ : 

©石I있찾 

166. 그들이 그들의 무례함으로 
!； 금기된 것을 넘어서니 원숭이가 
I 되어 증오와 저주를 받을 것이라 
I 는” 말씀이 있었거늘 

화犯《빼 j 
々， 1 ! 

©公公j—■** 之딨 

167- 보라 부활의 날까지 그대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가혹한 벌을 
내릴 것이라 말씀이 있었던 것을 

1 상기하라n 주님은 벌을 내리심에 
| 신속하면서도 관용과 은혜로 충만 

J 하시니라 

드럼迎絲被^ : 
激、탄^韻紙|쌌샀與 

©炎巡코 | 

1期.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의 여 
j 러 무리로 분산하였으매1ᄉ 그들 중 

에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고 그렇 
3 지 아니한 자들이 있어 그들을 축 
복과 불행으로 시험하여 그들이 

il 하나님에게로 귀의하도록 하였노 
| 라 

소;技?;ᄋ와상U策고(초홧쇼쑈左安5 :; 
© ：\ 

1 

1 

2) 금지하고 충고하였던 두번째 무리 

1 166-1)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금기된 것을 넘어 죄악을 낳은 무리는 원숭이와 돼지가 되어 
1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다50). J 

167-1)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에 대한 저주는 신명기 11장 28절과 신명기 28절 49절에서도 계 
1 시되고 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 
I (신명기 11장 28절)”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날음같이 너 

를 치러오게 하시리니，(신명기 28절 49절)” j 

168-1) 유대인들의 분산은 세계사에 나타난 가장 큰 사건이다. 그들의 박해는 아직 끝나지 아니했 5 
| 으며 또한 아마도 끝나지 아니할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cK(A Yusuf Ali, The Holy 

Quan-Text, Translation and Commentary, p.392. Note.1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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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그들 이후 사악한 한 세대 
가 그 성서를1》계승받아 현세의 
헛된 것들을 선택하며 말하길 모 
든 것이 우리에겐 용서되리요 라 
고 변명하나 그와 갈은 헛된 것들 
이 그들에게 이를 때 그들은 다시 
그것들을 취하리라 하나님에 대하 
여 진리 외에는 말하지 아니하리 
라 성서에 약속이2> 있지 않더뇨 
또한 그들은 그 안에 있는 교훈도 
배우지 아니 했느뇨 내세는 하나님 
을 경외하는 이들을 위한 것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뇨 

170. 그 성서를 따르고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실천하는 선의 보상이 결코 헛되 
지 않게 하리라 

171. 하나님이 뚜르산을 혼들어 
그들 위에 올려 두었던 때를 상기 
하라1》그들은 그것이 덮치는 덮개 
처럼 그들 위에 떨어지리라 확신 
했더라2> 이때 말씀이 있었노라 하 
나님이 너희에게 계시한 것을3> 붙 
잠으라 그리고 그안에 있는 것을 
상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 
을 경외하리라 

以必技’도상，1起班》必노화 

必始淑却 6理聲域^域 
故⑶1생와“셈%與뺏由 

©述換炎定難 

故，예I!，%%故必始15與 

ᄆ W 能刷紫被변⑶TJ혀低離 

成Wi-換^ 狀 

169-1) 구약 
2) 성서에서의 약속 : 출애굽기 19장 5-8절 24장 3절，34장 27절 “세게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찌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 
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출애굽기 19장 5-8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법을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 
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출애굽기 24장 3절r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출애굽기 24장 3 

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 
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출애굽기 34장 27절)” 

171-1) 뚜르 산을 흔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머리위에 올려 두었던 때를 상기하라. 

2)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오만함과 무례함으로 구약성서의 규범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 
였으므로 하나님게서 뚜르산을 그들 머리위로 올렸다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사프와 
트 타파씨르 제4권 p.班》. 

3) “계시한 것”은 구약성서를 의미하며 “그 안에 있는 것”온 구약성서 안에 있는 율법을 의미 
한다<제2장 63절 및 해설 참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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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주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을 
일으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증 
언케 하리라는 말씀이 계셨으니 
내가 너희 주님이 아니더뇨 라고 
하시니 그렇습니다 저희는 주님이 
심을 증언하나이다 라고 그들이 
대답하더라 이는 너희가 심판의 
날 우리는 이에 관하여 알지 못하 
였습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 하도 
록 함이라 

173. 실로 저희 이전 선조들이 
우상을 섬겨 승배하였을지도 모르 
나 저희는 그들의 후손에 불과함 
일 뿐이요 그런데 무익한 사람들 
이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멸망하려 하심이요 라고 너희가 
말하지 않도록 함이라 

174. 이렇듯ᄇ 하나님은 징표를 
자세히 설명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로2) 귀의하게 하려 함이라 

175. 그들에게 그 사람의 얘기를 
낭송하여 전하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이 있었으나 그는 사탄의 유혹 
으로 그 말씀들을 흘러버리매 그는 
방황하게 되었더라1> 

176.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하 
나님은 그를 높은 위치에1》두었으 
리라 그러나 그는 세상에 눈을 돌 

꽤；從松 
꽤， 

©쌓빠■양 

《쐈센與以與I 돼效迎鄕 
© 6보농및I。®나ᄐ쑈i제5; 

@ 往회꽤^와紙 

於셔域빼#^ 抄; 
取，(與왜디起 

혀;。數 JI ⑶췌一데改與 

174- 1) 하나님의 성약을 설명했듯이 
2) 그들의 오만함과 그들 조상의 우상숭배 및 미신사상의 전통을 버리고 유일신 사상으로 

175- 1) 이 절은 무함마드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문에서 “그 사람 
의 얘기”란「바우라』의 아들「바랄암』으로 그는 성서를 많이 공부하였으나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모세를 괴롭혔고 파라오 백성들과 함께 하였다고 r이브누 압바쓰」는 풀이 하고 
있다. 한편「이브느 마쓰우드」는 “그 사람”이란 이스라엘 자손가운데 한 사람으로 모세가 
그를『미드얀」왕에게 선교사로 보냈을 때 그 왕이 그에게 재물을 주어 모세의 신앙을 버 
리라 하여 그가 그 왕을 따르게 되어 백성들을 방황케 하였다고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53). 

176- 1) 경건하고 덕망을 갖춘 학자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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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째^때^면g텍情6병»守^며行好!^松效터甲^ 

181. 하나님이 창조한 공동체 중 
에는1> 진리로 백성을 인도하고 그 
것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백성이 
있더라 

182.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나니 하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들에게 벌을 주리라 

183. 내가1ᄎ 그들을 유예하고 있 
을 뿐 실로 나의 벌은 강하니라 

184. 그들과1> 함께 있었던 그가2> 

미친자가 아니며 확실한 경고자 
임을 그들은 생각하지 아니했더뇨 

185. 그들은 하늘과 땅의 왕국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 가운데 무것도 보지 못하느 
뇨 또한 그들의 운명이 가까이 왔 
음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것 이후에1ᅵ 어떤 메세지 
를 얻으려 하느뇨 

186. 하나님께서 방황케 하면 그 
를 인도할 자 아무도 없으며 그들 
을 버려두사 불신으로 방황하니라 

생石 W 藏 G切셨■法; 

육다최心도고 ■公?모도화 
多대 

©述領錄년방 

效妙 i!화以以샜務後혀 

암; ⑯公!必以^ ⑬혀 cAI想향 

져☆，必및■松(典故 

181-1》본절에서의 공동체(Umma)는 무함마드의 이슬람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다고「이브누 까씨 
르」는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54). 

1後-1) 꾸란. 

1粉，1) 하나님 
2》하디쓰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실로 하나님은 죄인들을 유예하였을 뿐 그들을 포 
섭하니 도주하지 못하도다” 

184- 1) 하나님의 말씀과 예증들을 믿지 아니했던 불신자들 
2) 선지자 무함마드 

185- 1) “이것 이후”는 창조주께서 최후로 선지자 무함마드를 통하여 계시된 꾸란을 의미한다. 

■按_滿8^^^^■圖圈■■，科甲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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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W接%^®^效강 
爲與■守■驗峰 
-C4切必必후 炎錄뺐每^效 

©폐。鄕M 

188. 일러가로되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유익하게 할 수도 없으며 
해할 수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뜻 
이라1> 내게 보이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었다면 나는 더하여 복을 
받았으며 내게는 어떠한 불행도 
없었으리라 그러나 나는 하나의 
경고자로써 그리고 믿는 자들을 
위한 복음의 전달자에 불과하니라 

189. 하나님이 한 몸에서 너희를 
창조하셨고 그로부터 배우자를n 

두어 그로 하여금 그녀와 거주하 
게 하니 둘이서 결합하여 그녀가 

187- 1) “만일 당신이 예언자라면 부활의 날이 언제 오는지 우리에게 알려다오”라고불신자들이 예 
언자 무함마드에게 질문하자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꾸르뚜비 335/7). 

2) 최후의 그때는 심판의 날과 부활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때가 온다는 사실은 확실하나 
언제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밝히지 아니하셨다. 만일 그때를 밝히셨다면 인간이 사는 생 
활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때를 밝히지 아니함은 또한 인 
간은 무거운 짐으로써 항상 그날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마가복음 13장 
32-33절에서 예수도 그때에 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 
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마가 13장 32-33절) 

188- 1) 나를 위해서 유익하게 할 수도 있고 나를 위해 어떤 해악이 되는 것을 내 스스로 밀어 낼 
수도 없는 내가 하물며 보이지 않는 부활의 날이 언제 오는지를 어떻게 알겠느냐는 대답 
과 함께 그것에 _한 지식은 하ᅪ■님만이 아는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다. 

189- 1) 한 몸이란 아담을 의미하고 배우자는 아담의 아내 하와를 가르킨다. 

效쇼應에强⑷휘했 

6 췌폐逆 

以3^ 以 i、갰。표%效。切多 
님p잃얏技戒행^ 

187. 그들이 그대에게 최후의 그 
때가 언제 일어날 것이요 라고 물 
을지니1》일러가로되 그것은 나의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며 그것이 
언제 있을지 그분 외에는 말할 수 
없으며 그것은 하늘과 대지위에 
무겁게 놓여있어 너희들에게 갑자 
기 이르리라 하니 그대가 그것을 
갈망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대에게 
질문함이라 일러가로되 그것은 오 
직 하나님만이 홀로 하심이라 그 
러나 대다수 사람들이 모를 뿐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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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임신하고 생활을 계속함이 
라 그녀의 몸이 무거워지자 그들 

1 은 하나님께 저회에게 착한 아이 
를 주소서 실로 저희는 감사•하는 

1 자 중에 있겠나이다 라고 기도하 
호 니 

系多於«難功^技1巧요述賊 J 

©C요요태 (노 

f 190.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착한 
S 아이를 주셨더라 그러나 그들은1》 

그분이 주신 은혜에 우상을 섬기 
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섬 

1 기는 우상 위에 높이 계심이라 

物 犯接兄賊 

191. 아무 것도 창조하지 못하며 
| 창조된 그들이 우상을 섬긴단 말 
| 이뇨 

彩■성逆 f 

192. 그것들은1》그들을2) 도울수 
도 없으며 그들 스스로가 도움을 

| 받을 수도 없음이라 

사꽤i述 |: 

193. 너희가 그것들로부터 복을 
? 구하나 그것들은 대답하지 못하니” 

그것들을 위한 너희 기원도 그리 
고 침묵도 효용이 없노라 

義故改沒敎心 Ji公와犯 : 

©i放다，，、 

194.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1 숭배하는 것들도 너희와 갈은 종 
2 들이라 그것들을 신으로 너희가 
I 확신한다면 그것들이 응답하는지 

1 구하여 보라1> 

향^?*匕스(노^노(I⑶창 :j 

©⑯사보玄소！회 古고；々之뉴 

190-1) 아담과 이브의 자손들 중 하나님을 불신했던 불신자들이라고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 I 
1 파씨르 제4권 p.58). | 

1 192-1) 우상들 
1 2) 우상을 숭배한 불신자들 

193-1) 우상을 숭배하는 불신자들이 우상에게 복을 구하고 길을 구하나 그 우상들은 피조물인 무 | 
3 생물이라 응답을 하지 못한다. | 

194-1) 우상을 숭배하는 불신자들을 비난하는 것으로，“그것들이 너희 신들로 확신한다면 너희에 
게 복을 달라 구하여 보고 너희에게 일어나는 재앙이나 불행을 제거하여 달라고 구하여 
보라! 우상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무생물이 
기 때문이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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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그들에게도n 걸을 수 있는 
J 발이 있으며 접을 수 있는 손이 

있으며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며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뇨 일러 

: 가로되2》너희가 숭배하는 우상을 
불러 내게 대적하되 주저하지 말 

5 라 

빠 (I빼私低의5就와 

써대必 

196. 성서를 계시한 하나님이 나 
를 보호하시며 의로운 자들과 함 
께 하시니라 

197. 그러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자들은 너희를 보 
호할 수 없으며 그들 스스로도 도 

j 울 수 없노라 

與必^與公收如於 G6 꽤 : 

©리j之깃以 

198. 너희가 그것들로부터 복을 
기원하나 그것들은 듣지 못하며 

§ 그대는 그것들이 그대를 보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그것들은 

|； 보지 못하니라1> 

뺐g與:棟와必a炎犯此 ； 

199.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f 되 우매한 자들을 멀리하라” 

200. 탄이 유혹하여 그대의 마 
음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 구원하 
라 그 분은 들으심과 아심으로 충 

j 만 하시니라 

©J요著^ [ 

201.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후 사탄이 그들을 유혹할 때 하나님을 1넜55^必여^산與1故^ : 

봉 195-1) 우상 
I 2) 무함마드여 그들 우상 숭배자들에게 말하라. 

| 198-1) 본문에서 **그것들은” 우상올 가르킨다. 

1 199-1)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무함마드에게 명령된 것으로 세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I 
! ① 박해하는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② 믿음을 전하되 그 믿음이 모든 행위에 적용되어야 하며 
I ③ 선교를 방해하거나 진리를 음모하는 우매한 자들의 권모술수와 타협에서 멀리해야 한 

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5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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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하라1> 그리하면 빛을 보리라 

202. 그러나 사탄의 무리는 그들 
로 하여금 과오를 더하게 함에 게 
을리하지 아니하니 

203. 그대가 그들에게 기적을1》 
보이지 않는다면 그대는 왜 그것 
을 꾸며내지 않느뇨 라고 그들은 
말할 것이라 일러가로되 나는 나 
의 주님께서 내게 계시한 것을 따 
를 것이라 이것이2> 믿음을 가전자 
를 위해 주님으로부터 내려진 빛 
이요 복음이요 은혜라 

204. 그러므로 꾸란이 낭송될 때 
귀를 기울이고 평온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은혜를 받으리라 

205. 그리고 마음속에 주님을 염 
원하라 그리하되 겸손하고 크게 
소리냄이 없이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되 태만하지 말라 

206. 그대 주님곁에 있는 이들은0 

그분을 경배함에 거만하지 아니하 
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스 
스로 부복하여 엎드리더라 

©述^5政!5切終^！계 

너此沒必쑈 a;故攻起& 
© 石고2多것및^그丈5 

多13多#^ 
©떼 

命於잃匕終‘내公成5:能 
빠④,凶여니 

命。於述혜 聲一포_ 

201-1) 하나님의 벌과 보상을 상기하고 기억하라. 

203-1)「아야」는 꾸란의 절을 말하나 여기서 의미하는 “아야”는 기적이나 예중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 “바사이르”는 영적 감각 또는 영적 시력이란 뜻이나 여기서는 빛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그 
것은 곧 꾸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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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팔」장은 메디나에서 계시된 75절로 전쟁과 성전에 관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으며 평화와 전쟁 그리고 포로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에 
관한 율법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절은「바드르」전투 직후에 계시된 절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었다는 점에서 이슬람의 역사적 측면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 

「바드르」전투는 헤즈라 2년「라마단」달에 발생했던 것으로 믿음 
으로 정신력이 강한 백성은 무기와 군인이 부족하다 하여도 믿음이 
없는 백성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다. 

7장까지는 인간의 초기 영혼의 세계를 단계적으로 묘사한 후 최후 
의 선지자에 의하여 새로운 공동사회를 형성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으 
나 이 절에서는 형성된 공동사회에서의 새로운 사회생활의 여러 단계 
를 통하여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본장에 나오는「바드르」전투의 교훈은 々ᅡ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 

첫째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을 어떻게 다를 것인가? 
둘째 정의와 진리를 위한 전쟁에서 필요한 전쟁의 윤리 

셋째 승리는 믿음이 강한자에게만 온다는 것 
넷째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패배자에 대한 사랑 등으로 볼 수 있다. 

본장의 명칭은 제1절에，"그들이 전리품에 관하여 묻거든…” 라고 
계시된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일부 교우들 
은 바드르 전투에 관하여 자세히 다투고 있다고 하여 바드르 장이라 
고도 하였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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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자비로우시고 자세로우신 
하나님의 이^^로 

1. 그들이 전리품에 관해 그대에 
게 묻거든1> 그것은 하나님과 선지 
자의 것이라 말하라2》그러므로 하 
나님을 경외하여 너희가 그 문제 
를 해결토록 하라 그리고 너희가 
믿는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과 선 
지자에게 순종하라3> 하셨노라 

2. 신앙인이란 하나님을 염원할 
때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는 자이 
며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낭 
송될 때 그들의 믿음이 더하여지 
고 주님께 의탁하는 자들이라1> 

3. 또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한 양식으 
로 자선을 베푸는 이들이라 

4. 그들이1> 진실한 신앙인들이니 
그들에게는 주님으로부터 명예와 
관용과3> 풍성한 양식이 있으리라 

^: .「.一1，:.::：도-'—' ..는^:뚜;종^ 

년^■텔!!菌■랩!Hiiiiii 동菌垂 

Q스쫏홧 1(：各혹겆 I 多今---:i 

錄 U域;쇼與장，d，구避起 
고被;K 物!與;炎^;1쒔>從>1 

①化?多 

섰少라 2산패微 
계; 於덱1炎과행)於껜犯; 

® ti바s t)그)I I 

느부있힘※與必고抄 

1- i) 바드르 전투에서 무슬림 군대가 승리하게 되자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게 돠었다. 이때 전쟁에 
참가했던 선지자 무함마드의 교우들이 그 전리품의 소속과 분배에 관하여 선지자에게 질문 
을 하자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이브누 압바쓰ᅥ 는 풀이하고 있다(루흐 알마아니 1雜^9). 

2) “전리품이 하나님과 선지자의 것이라”는 뜻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으며 숭리자는 물론 패배자를 위해 공익으로 사용된다는 것올 의미한다. 

3) 전리품 분배에 대한 방법과 적용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선지자의 명령을 따르라. 전리 
품에 관하여 바드르 전투에 참가했던 무함마드의 교우들 간에 의견이 상반되자 하나님은 그 
전리품을 우리 손에서 선지자에게로 일임하였고 선지자는 그 전리품을 공평하게 분배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였다고「이바다 이븐 알싸미트」가 덧붙이고 있다(알타쓰힐 60/2). 

2- 1) 필요한 것을 구하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 하지 않는다는 뜻이 
다. 본절은 다음 3가지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데 두려움，신앙의 중가 및 창조주에의 의탁이 
다(알바흐르 457/4). 

4-1) 1~3절 사이에 묘사된 자들로 믿음과 더불어 선행을 동시에 실천하는 신앙인들. 

2) 천국에서의 높은 위치. 

3) 실수로 인한 작은 죄. 

텔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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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찬가지로서 너의 주님께서 
그대로 하여금 진리를 위해 집을 
떠나게 하사 믿는자들 가운데 혐 
오하는 무리가 있었더라2> 

6. 진리가 설명되었음에 그 진실 
에 관해 그대에게 논쟁하는 것은D 

그들이 죽음으로 향하는 것과 같 
으니 그들은 그것을 지켜보리라 

7.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 
속하사 두 무리중에 하나가 너희 
의 것이 되게 하리라 하셨으매 너 
회는 무장하지 아니한 것이 너희 
의 것이 되기를 원함이라 그리하 
여 하나님은 뜻을 두사 진리를 그 
분의 말씀으로 진실되게 하시니 
믿지 아니한 자들의 뿌리를 근절 
하심이라1ᅭ 

8. 진리가 승리하고 허위가 무용 
되게 하니” 죄인들은 증오하였더 

라 

9. 너희가 주님께 구원할 때 그 
분께서 천명의 천사들로 너희에게 
응답했던 때를 상기하라1> 

G域雄淨노‘&攻端외於 

다敬邊^ 양必缺展 
©占之S?고; 

정接 分負다賊혀心沒 

0^' 

W以硬少■膽；與效 

니紙것及一첫少 炎^^^ 
® 心沙다券^ 

5- 1) 전리품 문제로 의견이 상반되어 혐오스러운 일이 있었듯이 
2) 적에 대항하여 전투에 참가하기를 혐오하는 무리가 믿는자들 중에도 있었다• 

6- 1) 전쟁에 나가야 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대 무함마드에게 논쟁하며 참전하기를 혐 
오하는 것은 

7- 1) 바드르 전투 바로 직전 메디나 무슬림들은 상거래를 하고 돌아오는 메카 꾸레이쉬족에 대항 
하게 되었는데 무장하지 아니한 40명의 군대를 인솔한 "아부 수피얀』의 대상들을 습격하는 
대안과 전리품을 두고 메카로부터 잘 무장된 1000명의 꾸라이쉬 부대에 대항하여 용감하게 
행군하는 대안이었다. 무슬림 군대는 보잘것 없는 무기로 무장한 300여명의 군대에 불과 했 
지만 후자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로 승리를 하게 되었고 진리와 정의가 확립되 
었다. 

8- 1) 이슬람이 승리하고 불신자들을 패망케 하니. 

9- 1)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수는「바드르』에서 1000명，우후드〕에서 3500명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이것은 실질적 숫자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적의 병사 숫자에 해당하는 힘을 은유적으로 표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제3장 1我 126, 126절과 비교). 선지자 무함마드가 불신자들을 보 
았을 때 그들의 숫자는 1000명이었고 무슬림의 군대는 300명 정도 밖엔 되지 못한 것을 알 
고 카으바 신전을 향하여 그분의 두손을 벌리고 기원하였을 때 응답하였다고 전하여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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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하나님이 그렇게1》하심은 승 
리의 소식으로 너희 마음이 그것 
으로 평안하리라 승리는 오직 하 
나님의 도움에 의해서만 이루어 

: 지는 것이니 실로 하나님은 권능 
| 과 지혜로 층만하심이라 

i 11. 하나님께서 너희를 평온케하 
f 너희를 잠들게 하고1ᅩ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사 너희를 순결케 
하고자 하심이라2> 이는 너희로부 

S 터 사탄의 불결함을 제거하여 너 
; 회 마음을 강하게 하고3> 너희의 
: 발을 안전하게 하고자 하심이라4> 

與必々，고改획 a均述왁 
dP 1느4^往 수양^系느^’쇼^三 

© 흙3公技겼知; 셨와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66). 또 500명을 인솔한 가브리엘 천사는 오른편에 있는 
적들을 멸망케 하였고 또 다른 500명을 인솔한 미카엘 천사는 왼편에 있는 적들을 물리쳤 

^ 다. 천사들이 적들을 멸망케 한 것은 바드르 전투에서 뿐으로 그 밖에는 적들과 싸우지 아 
니하고 무슬림의 숫자만을 증가하기 위하여 강림하였다고 일부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J (하쉬야 알싸위 알잘라라인 118.2). 

J 10-1) “그렇게”라 함은 하나님이 무슬림 병사들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천사들올 보낸 것올 의미한다. 

I 11-1)「누아쓰」는 u졸음”이란 명사로 마음의 침착성 또는 평안으로 풀이된다. 침착성은 모든 위 
험상태에서도 그렇지만 전쟁에서는 가장 필요한 정신적 무기다. 마음이 흥분으로 동요될 
때 잘 고안된 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 병력의 숫자면에서 월등히 적은 병력을 가진 무슬림 

I 이었지만 믿음과 마음의 침착성이「꾸라이쉬」족의 병력을 계획성 있게 물리칠 수 있도록 
하였다(제3장 154절 참조 비교). 본절은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한 기적으로써 가장 두려운 
시각에 모든 사람들을 잠들게 한 것이라고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67). 

S 「이브누 카씨르」는 덧붙여 말하길，신앙인들에게 어려운 시련이 있을때면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의 마음이 안전하고 평안하도록 하였다고 풀이하고 있다(알무크타 

h 싸르 90/2) 
2) 또 다른 은혜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드르 전투에서 물이 없어 곤경에 있을 때 비를 내리게 
하였으니 계곡들에 물이 흐르고 그 물로 청결케 하였다. 

f 3) 하나님 원조에 의한 승리의 확신. 

4) 모래속에 발이 빠지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2-1)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여 승리하도록 하겠다는 창조주의 말 
씀이다. 

! 2) 적 병사의 손가락을 잘랐을때 그 병사는 더이상 대항을 할 수 없으므로 생포할 수 있는 유 
{ 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알타쓰힐 62/2). 

12. 그대의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으로 영감하여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니1> 신앙인들에게 확신 
을 줄 것이며 내가 불신자들의 마 
음을 두렵게 하리니 그들의 목을 
때리고 또한 그들 각 손가락을 때 
리라2》 

략 속떼요요다“父; 

。效巧述 次約々松»炎與1 

5乂“ VsJboiS 公其S소反좨 
© 句 ^꺾;화心직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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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것은1》그들이 하나님과 선 
지자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하나님 
과 선지자를 거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거운 벌을 내리시니 
라 

14- 너희를 위한 벌이 있나니 그 
것을 맛보라 실로 불신자들을 위 
해서는 유황의 벌이 있노라1ᅭ 

15. 믿는자들이여 너희가 싸움터 
에서” 불신자들을 만날 때 그들로 
부터 너희의 둥을 돌리지 말라2> 

16. 그러한 날에 둥을 돌리는 자 
는 그것이 전쟁을 위한 준비나1> 
어떤 무리에2> 합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는 분명 하나님의 분 
노를 자아낼 것이며 그의 주거지 
는 지옥이 되리니 최후가 저주스 
러우리라 

17. 그들을 살해한 것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 
케 하였으며 그들에게 던진 것은 
그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던지셨 
음이라2> 이는 훌륭한 시험으로 믿 

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함 

에起며以빠狂혹와 

©，과 接與炎) 

賊，以|생방轉쇼#밸 
®m9^ 

나대定즛않하巧 令公도“i히石 
必以낭% 々'화冬‘少冬요分 

© 名;k겨;었다 

려빠고篇^ 

신^秋‘法抄 M 接物致드 

13- 1) 그러한 하나님의 옹벌 

14- 1) 현세에서도 그러한 벌을 맛볼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는 영원한 응벌이 있으니 그것은 곧 불 
지옥의 벌이다. 

15- 1) 전쟁 및 성전(Jih紀)에서 
2)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무슬림들의 후퇴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는 불신 
자들의 숫자가 무슬림 숫자보다 2배 이상을 넘지 않는 경우이며 만일 2배이상을 넘올 경우 
는 무슬림의 후퇴 및 도주는 허용된다고 율법학자는 풀이하고 있다. 

16- 1) 적을 교란하여 재공격을 위한 준비. 

2) 무슬림 군대에 합류하는 것. 

17- 1) 바드르 전투에 참전하여 불신자들을 살해한 것은 너희 무슬림들이 아니라 
2) 선지자께서 한줌의 흙을 집어 불신자들 얼굴에 던졌을 때 그들의 얼굴들이 더럽혀졌으며 
그들의 눈들을 뜰 수가 없어지게 되자 그들 모두는 후퇴하였다고「이브누 압바쓰」는 해석 
하고 있다(알따브리 44分 13). 즉 모래를 던져 그들을 후퇴하게 한 것은 그대 무함마드가 아 
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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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니3" 실로 하나님은 들으심과 아 
심으로 충만하심이라 

1 

18. 그것은 사실이니1》믿지 아니 
^ 한 자들의 음모를 약하게 하는 것 
1 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 
f； 라하셨노라 

公。多此년必幻노 

19. 불신자들이여 너희가 승리를 
구하였으나 이미 최후의 판단이1ᅩ 

5 너희에게 이르렀으니 너희가 그릇 
" 됨을 단념할 때 너희에게 복이 되 
； 리라P 너희가 다시 공격을 한다면 
J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리하매 너희 

의 군대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그 
: 군대는 너희에게 무용하리니 실로 
상 하나님은 믿는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와⑶은齡法妖:述炎我갰 
i형i화終※꾜松!※必沙 

넓功자▲홧;在多^ " 

J 20. 믿는자들이여 하나님과 선지 
자에게 순종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 말씀을1> 들을 때 돌아서지 말며 

雜史收※i 此외改;必과殘 : 

©여밧빠 

21. 듣지 아니하면서 듣는척 말 
하는 자들이 되지말라 

® 炎^ 與 述^i 

22. 실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 
i 장 나쁜 동물은1> 알지 못하는 귀 
! 머거리와 벙어리라과 

(。、々소느4고Ju성나1고용쉬도3J1(ji 

j 

S 3) 불신자들을 저주스럽게 만들고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보상과 승리와 전리품으로 은혜를 베 
p 풀기 위하여 그렇게 하였다. | 

| 18-1) “그것이 사실”이라 함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경속에서도 믿는자들로 하여금 불신자들에 
게 승리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I 19-1) 메카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으로 승리 또는 전쟁의 승패 또는 판단은 이미 결 
정되었으니 너희 불신자들에게는 패배만이 있을 뿐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본절의 “파트 

1 호”는 정복 및 승리라는 명사로 승리，승패의 결정 및 판단이란 뜻이다. 바드르 전투 날 아 
부 자흐르는 승리가 그들에게 있기를 기대하였을 때 본절이 계시되었다고「따브리」는 풀이 

1 하고 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67). 

1 2) 선지자에 대한 도전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단념하고 믿음을 갖게 될 때 현세와 내세에서 
1 동시에 복이 있으리라. 

20-1) 꾸란과 교훈 

i 22-1) 지구상에 있는 동물 및 피조물 
2) 진리와 정의를 듣지 아니하는 귀머거리와 그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는 벙어리. 본절은「압두 ! 

다르」자손의 무리가，“우리는 무함마드가 가져 온 것을 듣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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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참됨 
을 발견하셨다면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 
로 하여금 듣도록 하였으나 그들 
은 외면하고 돌아서더라" 

24. 믿는자들이여 하나님과 선지 
자의 부름에 응하라” 그분은 너희 

를 불러 생명을 주시니 하나님은 
인간과 그 마음사이에 오가심올 
너희가 알라 하셨으니 실로 너희 
는 그분에게로 집산되니라 

25. 유혹을 멀리하라 너희 가운 
데 우매한 자만을 힐책하는 것이 
아니매 실로 하나님의 벌이 강하 
심을 너희가 알라 하셨노라 

26. 너회가 소수일 때 지상에서 
언약하고 사람들이 너희를 포획할 
까 두려워 하였노라 그러나 하나 
님은 너희에게 피난처를 주시었고1> 
그분의 원조로 너회를 강하게 하 
셨으며 좋은 것으로 일용할 양식 
을 주시었으니 이에 감사하라 

27. 믿는자들이여 하나님과 선지 
자를 배반하지 말며 너희의 신념 
도 배반치 말라 하셨으니 너희가 
알고 있으리라 

지炎 여，빠技⑩， 

其고炎^ 최取心;낙此夕^ 
® ⑶셨校1;^그 

의 I，와호 級細法타찌 
到!災 ij久^ 

必技 u跡如떠德在湖與; 
떠以雜文자민，網 

©빼多^必 

■3與!;淑_따쉐향 ：5 
父후起多多M I 

3 

고 말하며「아부 자홀」과 함께 선지자에게 도전하였을 때 계시된 절로 풀이되고 있다<사프 3 
와트 타파씨르 제4권 IX效). ' 

23- 1)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한 위안의 절로 불신자들의 믿음은 부재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1 

24- 1) 영혼의 생명을 불러 일으키는 믿음으로 너희를 초대하는 선지자의 기원에 응답하라. 그것으 5 
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까타다」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꾸란으로 그 안에는 생명과 ； 
신뢰와 구원이 현세와 내세에서 보호된다고 덧붙여 해석하고 있다<알따브리 4效/13). 

26-1) 메카에서 거주하던 무슬림들의 숫자는 이슬람을 박해하던 이들 숫자보다 월등히 적었다. 그 
리하여 소수 무슬림들은 생명에 대한 불안，재산과 가족에 대한 불안속에서 안전한 안식처 
를 찾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메디나」이다. 이곳 메디나에서 r메카」불신자들의 박해로부 
터 안식처를 찾아온 무슬림들인 무하지린에게『메디나」주민들은 안식처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메카에서 온 이주민들이 필요한 것까지도 제공하였다. 이것은 바로 믿음이 강한자 
에게는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승리하도록 한다는 교훈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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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너희 재산과 자손들은1> 하나 
의 시험에 불과하나니 실로 큰 보 
상은 하나님이 주시니라 

29. 믿는자들이여 하나님을 두려 
워 하라 그분은 너희를 위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기준을 주셨으며1》 
너회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 
하여 주시니 하나님은 은혜로 충 
만하심이라 

30. 불신자들이 그대에 대해 음 
모를 꾸미고 그대를 속박하고 살 
해하려 하였으며 그대를 추방하려 
음모를 하나 하나님도 그들에 대 
해 계획을 하시나니 하나님이야말 
로 가장 훌륭한 계획자이시라1》 

31.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낭송되었을 때 그들이 말하길 우 
리는 이미 전에도 들었으며 우리 
가 원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말 

히3책속해;少여料改뱐 
4 호般써此 

면改쑈公g 公I!多交 &改松산後합 
，必技必3棟授《終향 

고#께潮;※셨바炎^ 
쑈秘吹石 교향類 

©산요?多화冬‘ 

在강시최 Sij 

쑈匕때,T나대1此나패 
©述， 

28- 1) 대가족 즉 많은 자손은 권력과 힘의 원천이라고 간주된다(제3장 10, 116절 참조). 마찬가지 
로 시편 127장 4-5절에서도 갈은 내용의 말씀이 계시되고 있다. “젊은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때에 수치률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재산과 자손은 이따금 정신적 타락을 가져 
오게 된다. 그래서 이것들은 곧 정신적 행복 즉 내세의 영혼이 행복하여지기 위한 시험으로 
보고 있다. 하디쓰에서 그 사실을 보완하고 있다. f아나쓰」가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 전하길, 

인간이 죽으면 3가지가 무덤까지 따라 가느니라 가족과 부와 업적이니라 그중 2가지는 돌 
아오고 1가지는 남는다. 가족과 부는 돌아오고 그의 업적만이 무덤에 남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니라(부가리와 무슬림이 전함). 

29- 1) “타끄와”는 마음속에 밝은 불을 밝혀주고 가슴을 열어주며 지식을 더하여 준다는 교훈올 
제시하고 있다. “푸르깐”온 옳고 그름올 구별하여 주는 식별이란 뜻으로 바드르 전투가 이 
슬람신학에서 “푸르깐”이라 불리워지고 있다고 알둘라 유스프 알리(九 Yusuf Ali)는 해석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전투가 선과 악의 힘의 첫대결이요 시험이기 때문이다.(The Holy 
Quran-Text Translaticm & Commaitary. p.422. Note No.1202) 

30- 1) 메카에서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가해졌던 박해는 다음 3가지로 요약된다. 
① 매카 이교도들은 무함마드의 삼촌 및 친척 그리고 친구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무함마드 
를 복종시키려 하였으나 그들이 박해를 가하면 가할수록 소수 무슬림 공동체의 신앙과 
믿음은 더욱 굳어졌으며 

透) 그들이 무함마드에게 상처를 주거나 살해하려 했으나 무함마드의 겸손과 인내와 정의에 
곧은 마음은 이슬람의 명분을 더해 주었으며 

③ 그들은 무함마드와 무슬림을 박해하여 추방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메디나에 새로운 안식 
처를 구하여 메카는 물론 전 아랍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31-1) 꾸란의 절 



을 할 수 있었으니 이것들은 옛 
우화에 불과하다2}고 하더라 

32. 덧붙여 말하더라 하나님이여 
이것이 당신으로부터 계시된 진리 
라면1> 하늘로부터 돌비를2> 내려 
보소서 아니면 우리에게 고통스러 
운 벌을 내려 보소서 

33.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대가 
그들 안에 있었음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였고1> 또한 
그들이 용서를 빌었노라” 

고“心與少。己犯i만义 
뱐一如 版향移雜以 

©必서육 

쑈16상방우해 f與 
©述획必섰^ 

34. 하람사원으로 사람들이 들어 
가는 것을 그들이 방해할 때1> 하 
나님이 그들을 벌하지 아니한 것 
을 그들이 구실로 하였단 말이뇨 
의로운 사람들 외에는 어느 누구 
도 보호자가 될 수 없나니 그들 
대다수가 알지 못할 뿐이라2> 

35. 하람사원에서 그들의 예배는 
휘파람이나 손떡치는 것이었으니11 

一 故炎別섰 4與切다 
如此，JT 班及鄕 SUi必jt 

夕iI〔느 玉々썻」，6당匕; 

2) 무함마드가 낭송한 꾸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꾸며낸 거짓이거나 선조들의 우화라고 
불신자들은 말하였다. 이러한 불신자들의 표현을「아부 싸우드」는 최악의 거만이요 오만이 
며 최후의 불신이라 덧붙이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73) 

32- 1) 이 꾸란이 당신으로 부터 계시된 진리라면 
2) 롯 백성에게 돌비를 내렸던 것처럼 

33- 1) 예언자 및 선지자가 있는 공동체는 벌을 받지 아니했다고「이브누 압바쓰」는 말하고 있다 
(알바흐르 489/4). 본절에서의 벌은 그 민족과 공동체를 근절시켜버리는 벌로 이해된다. 

2) 믿음이 약한 불신자들과 함께 하였던 이들이 용서를 구하였다. 

34- 1) 그들 불신자들이 후데이비야 해에 선지자 무함마드를 방해하였고 선지자와 믿음을 가진 신 
앙인들이 메카로부터 이주하지 않으면 아니되도록 하였듯이 

2) 그들 불신자들은 말하였다. : 우리가 이 하람사원과 카의바 신전의 보호자이니 우리의 뜻에 
따라 출입을 금지하고 우리의 뜻에 따라 우리가 들어가니라(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74). 
본절이 제시하고 있는 교훈은 그들 불신자들의 오만하고 거만한 죄악으로 그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 멸망했어야 했지만 선지자를 높은 위치에 두고 믿음이 약했던 무슬림들에게 관 
용을 베풀고자 그들 불신자들에 대한 멸망올 유예했던 것으로 본다. 

35- 1) 무슬림들이 패배하였을 때 이들 불신자들은 손삐을 치며 휘파람을 불어 그들의 예배를 대 



그들은 그들이 불신한 것으로 벌 
을 받게 되리라2> 

36. 불신자들은 그들의 재산을 
털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신앙 
인들을 방해하몌> 그러함을 계속 
하나 그들에게는 후회만 있을 것 
이요 결국에는 항복하리라 그리하 
여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집산되니 
라 

©교沒 었다이니I起分1‘起 

^ 心^ (교넜 16i 

© 6고길;“ Ji !i多多'ct i 이?피 

37. 하나님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을 구별하시어1> 나쁜 것끼리 서로 
함께 하도록하여2> 함께 집산한 후 
지옥에 들게하니 실로 그들은 손 
실자들이라 

38. 불신자들에게 일러가로되1> 

그들이 불신을 단념한다면 그들의 
과거가 용서 되리라 그러나 그들 
이 지속한다면 이전과 같은 벌이 
있으리라 

39. 박해가 사라지고 종교가 온 
전히 하나님만의 것이 될 때 까지1> 

성전하라2> 만일 그들이 단념한다 

직라科^)心4찾此逆a 
척보次^私^^AX與 o쮸乂 

©이5푠다 

고⑶겠轉화强淨浴® 

炎^心：寒我^※요)^^藏 
® 公과U石反1 호뉴 시쇼 

신하였다.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은 카으바 신전을 순례(따와프)할 때 옷을 벗고 휘파람올 
불고 손백을 치며 순례하였다고「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알따브리 524^13). 

2) 바드르 전투에서 그들이 살해되고 포로가 되었던 벌을 가르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 
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74). 

36- 1) 그들의 재산을 털어가면서까지 이슬람에 귀의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무함마드에 대항하여 
싸우도록 하였다. 

37- 1) 좋은 것은 하나님의 군대와 의로운 신앙인들을，나쁜 것은 악마의 군대 및 사악한 불신자들 
을 가르킨다. 

2) 불신자들을 차례로 쌓아올려 

38- 1) 무함마드여 불신자들에게 말하라. 

39- 1) 하나님 한분만을 경배하는 이슬람 종교，“하나님 한분 외에는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고 그들이 말할때까지 사람들에게 성전하라” 

2) 지하드의 목적은 창조주 유일신 하나님만을 경배하여 모든 사회악을 추방하며 하나님이 만 
족해 하고 기뻐하시는 정의 사회，윤리도덕이 물질주의에 앞서는 사회，인간의 가치와 재산 
이 보호받는 사회가 되도록 성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절의 “피트나”는 하 나님을 부 
정하는 것(쉬르크》으로 지구상에 한 사람의 불신자도 존재하지 아니할 때 까지 성전(지하 
드)해야 한다고「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이브누 자리즈」는 믿는 신앙인이 그의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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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실로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 

40. 그러나 그들이 거절한다 하 
여도 하나님만이 너희를 위한 가 
장 훌륭한 보호자 되심과 최선의 
승리자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 

41.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 
서 오분의 일은1> 하나님과 선지자 
와 친척들과2ᅩ 고아들과 불우한 자 
들과 여행중에 있는 자들의 것이 
거늘 이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두 부대가 만나 식별하는 날3> 하 
나님의 종에게 계시된 것을 믿을 
때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권능을 가지시노라 

42. 너희가 계곡 언저리에 있고” 

그들이 저곳에 있을때2〉대상이3》 
너희보다 낮은 곳에 있었노라 너 
회가 그들과의 회합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 약속을 위반 
했을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어 
떤 일이 이미 이행되도록 처리하 

를 불신하지 아니 할 때까지라고 풀이하고 있다<알따브리 538/13). 

3) 그들 불신자들이 불신을 단념하고 이슬람에 귀의한다면 

40- 1) 그들이 불신을 단념치 아니하고 믿음을 거역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압하여 승리한다 
는 것을 믿는 신앙인들이여 알고 있으라 

41- 1) 전리품의 일반적 분배법은 175은 지휘관인 이맘의 권한으로 책정이 되며 이것은 곧 하나님 
과 선지자를 위한 것, 즉 자선사업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이맘이 이를 관리한다- 나머지 4/5는 
공동사회와 그 공동사회의 백성들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분배되고 그 기준도 이맘이 결정한 
다. 전시상태하에서는 나머지 4/5는 군대에 분할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리품은 전 
쟁에 있는 이들을 위한 것이니라”고 우마르(Umar)는 전하고 있다. 

2) 몸시 궁색한 근친들. 

3) 두 부대가 만나 식별하는 날이 란 r바드르」전투에서 믿음을 가진 부대와 믿음을 불신한 부 
대가 싸웠을 때 믿음과 불신 곧 정의와 불의를 하나님께서 식별하여 정의의 군대가 승리하 
도록 한 역사적 사실을 의미한다. 그래서「바드르」전투를 “푸르깐”(식별하는 것)이라고 부 
르고 있다. 8장 29절 및 해설참조 

42- 1) 메디나 주변 계곡 근처에 너희 믿는 신앙인들이 있었을 때 
2) 너희 적인 불신자들이 메디나에서 멀리 떨어진 계곡 주변에 있었을 때 
3) 꾸라이쉬족의 대상들 

ᆻ多입장私切S 벗》义 

때쇼차賊，; 
나!우누〕; 
雜;多，[X成회抄故)々 

©交。錄必少技1文pip)玉，抄 

i 쇄々했V;《때心고 V;文此 
셔今次☆회 4冬가 

빼휴여物^고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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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 말씀을 파괴하는 자 곧 멸망 
할 것이며 말씀을 생동케 하는 자 
곧 생명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모 
든 것을 들으시고 알고 계심이라4》 

43. 이때 하나님은 그대의 현몽 
에서 그들이 소수로 보이도록 하 
였으니” 그분께서 그들이 다수로 
보이도록 하였다면 너희는 분명 
방황하고 서로 분쟁하였으리라 그 
러나 하나님은 그대를 구제하였으 
니 실로 그분은 심중의 모든 비밀 
을 알고 계심이라 

44.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너희 
C 안중에 소수로 보이도록 하였고 
I 또한 너희가 그들 안중에 소수로 
1 보이도록 하였으니1> 이는 이미 하 
t 나님께서 그 일이 완성되시게 하 

심이라 그리하여 모든 일이 하나 
님께로 귀의하노라 

45. 믿는자들이여 너희가 적을 
: 만날 때 확고부동하고 하나님을 

염원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승리하 
리라 

떠최起的必均⑷ 
©의요 너 一“‘硬文:ai 

效43 錢起滿兵P;丄災域^ 
知아; 

b:炎이與。我◎이與心々행 

4) 소수의 무슬림 군대가『메카」대군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메디나』를 떠나「바드르ᅴ 에서 
계곡을 두고 서로 대치하게 되었는데 그때 꾸라이쉬 대상은 r바드르j 에서 약 3마일 떨어진 
바다 근처 저지대에 있었다. 이때 꾸라이쉬 군대는 메카로 오고 있는 대상을 구하고 무슬림 
들을 전멸하려 하였다. 무슬림군대는 그 대상을 그대로 두었으나 메카 꾸레이쉬 군대가 공 

I 격을 하여 왔으므로 전투가 시작되었다. 숫자적으로 병력이 우수한 메카 꾸라이족의 군대 
는 패하여 실망을 하였으며 이 전쟁에서 순교한 무슬림 병사와 생존한 무슬림병사의 승리 

| 는 커다란 기쁨을 안겨다 주었다. 

43-1) 하나님은 선지자 무함마드의 현몽에서 적들의 숫자를 소수로 보이도록 하였고 선지자는 그 
분의 교우들에게 이를 알렸는데 그것이 입중되었다고「무자히드」는 풀이하고 있다 

44-1) 무슬림 안중에 불신자들이 소수로 보인 것은 현몽에서가 아니라 그들 안중에 그렇게 보인 
것으로 이처럼 적의 군대가 소수로 보이도록 한 창조주의 의도는 적과 대항하여 싸울 때 두 
려워 하지 아니하고 용감히 그리고 자신을 갖도록 한 것이며 또 적의 안중에 무슬림군대의 
숫자가 소수로 보이도록 한 것은 그들이 전쟁준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있었다고 해 
석되고 있다. “바드르 날 그들이 우리의 안중에는 소수로 보였다. 이때 나는 한 남자에게，: 

그들이 100명이나 되는가? 라고 말하였다”(알따브리 572/13) 



46- 하나님과 선지자에게 순종하 
고n 서로 다투지 말라 그리하면 r 
너희가 용기를2》잃어 힘을 상실하 ® 

나니 인내하라 실로 하나님은 인 
내하는 자와 항상 함께하시니라 

47. 그들이 주거지를 떠났을 때 
거만하고 사람들에게 오만을 피우 
며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그들 
같이1ᅮ 되지 말라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48. 사탄은 그들의 행동을1》그들 
에게 그럴듯 장식하며 말하길 어 
느 누구도 오늘 너희를 정복할 수 
없나니2ᅮ 내가 너희의 이웃이라3> 
하더라 그러나 두 부대가 각각 대 
면하니 그는 후퇴하며 나는 너희 
에 대해 아무런 죄지은 것이 없으 
며 나는 너희가 보지 못한 것을 
보았으니4> 실로 나는 하나님의 벌 
이 엄하심으로 하나님이 두렵도다 
라고 말하니 

49. 위선자들과1ᅭ 마음이 병든자 
들은2》종교가 그들을 현혹했도다 
말하나 하나님께 위탁하는 자는 
실로 하나님이 강하시고 현명하심 
을 알게 되리라 

46- 1)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순나에 순종하되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순종하고, 

2) “리흐”는 바람이란 언어적 의미이나 본절에서의 뜻은 힘과 용기를 말한다. 

47- 1) 거만을 피우고 사람들 앞에서 오만함을 보이며 위험과 존경을 요구하는 자태로 바드르 전 
투에 나갔던 꾸라이쉬 불신자들 같이 되지 말라는 뜻으로 이 절욘「아부 자홀」의 언행을 
가르키고 있다.「아부 자홀」이 말하길，바드르에서 승리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소를 잡 
으며 여가수들이 풍악으로 우리를 맞이 할 때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리라(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79). 

48- 1) 하나님을 불신하며 우상을 승배하는 행위 
2) 무함마드와 그의 교우들과 군대들이 너희를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 

3) 내가 너희 이웃으로 너희를 도와 승리하게 할 것이라. 

4) 너희가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함은 사탄 이블리스가 믿음을 부정하는 불신자들에게 말한 
것으로 무슬림들을 도와 승리하도록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으로 풀 
이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111/2). 

49- 1) 외형적으로만 믿는 척 하면서 그들의 위선을 숨기고 있는 자들 
2) 제2장 10절과 비교 

ᄉ ' ©잃여 

씼솨벴銳섰明 »必沒棟 

⑶、今接賊效때여物녀 
與』고起ᄄ人洋 

念나살心令三 技^입신외玄I 

“쑈應,成K餘故; 雜及多 
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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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천사들이 불신자의 영혼을 
| 앗아가는 것을 너희가 보리니1》그 
§ 들의 얼굴과 뒤를 때리며 가로되 
1 지글거리는 응벌의 맛을 보라기 

故; 획心^었 G 其 攻段사 
©必以이必생;炎料;谷J 

51. 그것은1》너희 스스로가 얻은 
〔 것으로2> 실로 하나님은 치우쳐 벌 

하지 아니 하심이라 

。입疏 炎、々드英다예3 

호9이옥 

52. 파라오의 자손도 그러하였으 
며 또 그들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3 을 불신한 그들에게도” 그들의 죄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벌올 

! 주셨으니 실로 하나님의 힘은 강 
i 하시고 벌을 엄하시도다 

©님일起以接있版次※此必⑶ 

53. 그것은1》하나님이 백성에게 
베푼 은혜를2ᅭ 변경치 아니하시나 
그들이 그들 흉중에 있는 것을 변 
경하기 때문이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3> 

축삐^빼고與# 
©ᄄ;kS!多^: 

54. 파라오의 백성처럼 또 그들 
t 이전의 백성 들처 럼 그들은 주님 의 

말씀을 부정하였으매 나(하나님) 
는 그들의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멸망케 하사* 파라오의 백 

我以故與公 을 

務빠私_起: : 

©쇼占， 

1 50-1) 바드르에서 천사들이 불신자 죄인들의 생명을 앗아갔던 그 상황을 보았다면 
2) 불신자들에게 있을 내세에서의 벌을 가르키는 것으로 그들을 벌주기 위한 불로 된 회초리 

” 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매를 맞고 매맞은 상처는 불에 타게 된다고 묘사되고 있다(알바이돠 I 

위 p.215) 

| 51-1) 그벌은 ' 
I 2) 깟다마트 아이디쿰 : 그들의 손들이 제공한 것이라는 언어적 의미이나 그들이 하나님을 불 
1 신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으로 얻은 것 S 

班-1) 노아，아드 및 사무드의 백성 

1 53-1) 그들에게 벌을 내린 것은 
1 2) 꾸레쉬족은 구원할 무함마드를 선지자로 그들에게 보냈지만 그들은 무함마드를 불신하고 | 
iii 거역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함마드로 하여금 메디나로 이주하게 한 후 그들 불신자들 ! 

에게는 응벌을 내렸다고「싸디』는 해석하고 있다(알꾸르뚜비 29/8). 
3) 말하는 모든 것 그리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며 알고 계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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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익사하게 하였으니1> 이들 모 
두는 우매했더라 

55. 실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 
장 사악한 동물은 불신하며 믿지 
아니하려는 자들이라1> 

56. 그대가 그들과 계약을1》하였 
으나 그들은 매번마다 그들의 계 
약을 깨뜨리니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라 

57. 그대가 전쟁에서 승리 한다 
면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욕되게 
하라 아마도 그들에게 교훈이 되 
리라1ᅭ 

58. 그대가 한 백성으로부터 배 
반을 두려워 한다면1》그들의 계약 
은 같은 조건으로 되돌려 보내라 
실로 하나님은 배반자들을 사랑하 
지 아니 하시니라2> 

59. 불신자들이 우월하다 생각치 
못하게 하매 그들은 주님을 좌절 
케 할 수 없노라1> 

©화;以 6分立分如次典허않홧 

己;앞3 弟“깃心5# 

々少서^犯fe，&장銳iS 

© 必多;》i,i디고》윳抄푯P씼) 

54-1) 불신자들을 멸망케 하사 명예를 저주스럽게 하여 멸망케 하고 돌비를 내리거나 바닷물에 
익사케 하여 멸망케 하였다. 

56-1) 본절은 유대인「꾸라이자」의 자손들에게 계시된 것으로 그들 가운데는「카압 이븐 알아쉬 
라프」와 그의 동료들도 있었다. 이들은 선지자에 대항하여 공격하지 아니하도록 약속을 하 
고서 그 계약을 깨뜨렸다고「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4권 
P.81). 

56-1) 유대인「꾸라이자」자손은 선지자 무함마드에 도전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 
들 불신자들은 그 계약을 깨뜨리고 무기로 무장한 후 공격하여 왔으니 그것이 바로「바드 
의 전투이다. 그후 또 다른 불침범 계약을 하였으나 이를 위반하고「칸다크」전에 합세하였 
다{알파크리 알라지 16Y15). 

57*1) 불신자들을 패배케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라， 

58- 1) 조약을 맺은 백성들이 그 조약을 위반 할 기미와 그 중거를 그대 무함마드가 알았다면 
2)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아니하며 계약을 하였으되 이를 깨뜨리며 협상올 하되 그것을 준수하 
지 아니한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지 아니 하시니라. 

59- 1) 바드르 날 전투에서 도주한 불신자들이 우리를 능가하여 우리가 그들올 제압할 수 없으리 
라 생각지 못하게 했으니 그들은 패배하였고 주님을 좌절케 하지 못하고 주님이 그들을 멸 
망케 하였으니 하늘과 대지위에 하나님을 좌절케 할 자 아무도 없느니라(사프와트 타파씨 
르 제4권 p.82). 



60. 군대와 말로써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에 대항할 준비를1》 
하라 하셨으니 그것으로 하나님의 
적과 너희들의 적들과 그들의의 
다른 위선자들을2> 무렵게 하라 너 
회는 그들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그들을3》아심이요 너희가 하나님 
을 위해 바친 하찮은 것이라도 그 
릇됨 없이 정당한 보상을 받노라 

此以쪘々섰!5幻S I 
다빠述多 

써 fel多及減起i 
©쑈_셌j與1起々 

61. 적이 평화쪽으로 기울인다면 
그쪽으로 향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라 실로 그분은 들으심과 
아심으로 충만하시니라 

鄭威>뼛여與겠5 : 

62. 그러나 그들이 그대를 속이 
려 한다면 그대에게는 하나님만으 
로 충분하나니 그분과 믿는 사람 
들이 그대를 도와 승리케 하리라 

今々，此행 

63. 그분은 그들 심중에 사랑을 
불어 넣으셨으니1ᅩ 너희는 지상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도 그들의 마 
음에 사랑을 주지 못하니라 그러 
나 하나님은 그들 사이에 사랑욜 
베푸셨으니 이는 그분이 강하시고 
지혜로 충만하시기 때문이라 

©路影와:端대淑故쑈炎쇼: 

64. 선지자여 하나님과 그대를 
따르는 신앙인들만으로 그대를 충 
만케 하였노라1> 

©(心⑫&도대—;표|과대系바쪘' 

60-1) 성전을 위한 준비태세는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취해진다. 또한 모든 종류의 양 
식도 축적된다. 이러한 단계를 성전에 선행되는 것이지만 보상은 성전의 보상과 갈다(최영 
길. 이슬람의 생활규범 ixl期》. 

2) 『이브누 제이드] 는 위선자들이라 하였고 1■무자히드」는 꾸라이자의 자손 가운데 유대인들 
이라 해석하고 있으나 r무함마드 알리 알싸부니」교수는 전자로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 
타파씨르 제4권 p.效》. 

3) 위선자들 1 

63-1) 적의와 증으로 가득찬 그들을 사랑으로 대체하였으니 ! 

&4-1) 그대는 하나님과 믿는 신앙인들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으로「하싼 바쓰리」는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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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선지자여 믿음으로 싸움에 임 
하는 그들에게 힘을 북돋우라 너희 
가운데 이십명이 인내한다면 이백 
명올 물리칠 것이며1ᅭ 너회가 백명 
이라면 불신자들의 천명을 물리치 
리니 그들은 우매한 백성이니라2》 

々操劉多쑈典 O《錄 ■ 
多以券必女조多ᄂ 1今i笑 읽»冗三令 
씼;•치々 ■與 

66. 하나님이 너희의 짐을 덜어 
주사 너희 가운데 언약함이 있음 
을 아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 
가운데 백명이 인내하는자 있다면 
이백명을 물리칠 것이요 천명이라 
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천명을 
물리치게 하시니 하나님은 인내하 
는자와 함께 하심이라 

衣^松^想縱S典^난鼓여「 
쑈松:操的화，I次與效 

© ^1;I핵싯%多화色契 

67. 사상자가 많아 한계를 넘을 

때는 제외이나 예언자가 포로로 
부터 보상을 받아서는 아니됨이라” 

너희는 현세의 유혹을 원하나 하 
나님은 내세를 원하시니 하나님은 
강하시고 현명하시노라 

k。數 d⑷ 多間⑶교장、예도 

©文多※ 

68.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이 없었 
다면 너희가 취한 대가로 너희 위 
에 무서운 벌이 있었으리라1> 

多沒想회於고》逆必i 

©폐고 

放-D 이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약속으로 믿는 신앙인들의 단체는 10배의 적들을 물리친다 
고 r아부 싸우드」는 해석하고 있다(타프씨르 아비 싸우드 247/2) 

2)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는 무지한 백성 

671) 전쟁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발생된다. 땅을 점령하고 경제 식민지 정책을 위해서 일어나는가 
하면 복수나 군사적 스릴의 쾌감을 얻기 위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 
의 전쟁은 일시적 현세의 물질적 욕망일 뿐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지하드」는 
이맘의 지휘아래 가장 엄격한 조건 밑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신앙을 지키는 가장 순수 
한 방어전이다(최영길. 이슬람의 생활규범 P.1效). 그러므로 속된 모든 동기는 제외되어야 
하므로 전리품이나 보상금을 얻기 위해서 적을 포로로 잠는 것도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전에서 승리하였으나 너무나 많은 생명의 손실과 재산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적올 포 
로로 취하는 것이 허락되는 것으로 풀이되며，이때 이맘은 그 포로들을 석방하거나 자유의 
몸이 되도록 할 것인가 또는 보상을 받을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엄격하게 결정할 수 있다.「바드르」전투에서 70명의 포로로 부터 보상을 받았으나 많은 인 
명피해와 재산의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만 허락되 되고 있다(效-기장). 모든 예언 
자들이 그렇지만 예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마태복음 10장 34절) 

效-1》포로들로 부터 보상금 및 배상금을 징수하였다면 그 댓가로 무서운 벌이 있었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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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他”與如다^⑯대쨘 
©公숏巡S， 

U따^必성앙#^^요것起비段 
도城雜寂於必起多炎染策勢 

69. 너희가 얻은 허락된 전리품 
을 취할지니 이는 허락된 좋은 것 
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70. 예언자여 너희 수중에 있는 
포로들에게1ᅩ 일러 가로되 하나님 
이 너희 마음속에서 믿음의 진리 
를 발견할 때 너희에게2> 복음을 
주리니 이는 너희가 잃은 것보다 
나으며 너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은 관용과 자 
비로 충만하시니라 

71. 그러나 그들이 그대를 배반 
한다면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배 
반한 것이라 그리하여 그대에게 
힘을 주셨으니1> 하나님은 아심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72. 믿음으로 이주하여 그들의 
재산과 그들 스스로를 바쳐 하나 
님을 위해 싸운 이들과 그들을 보 
호하여 주고 도와준 이들은 서로 
가 서로를 위한 보호자들이라 그 
러나 믿음은 있으되 이주하지 아 
니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 
주할 때까지 너희가 그들을 보호 
해야 할 의무가 없노라 그러나 그 
들이 너희에게 신앙의 원조를 구 
할 때는 그들을 도울 의무가 있으 
되 너희와 그들 사이에 계약이있 
는 백성은 제외라 하나님은 너희 
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 
시니^0 

70- 1) 바드르 전투에서 붙잡힌 포로들 
2) 선지자 무함마드의 삼촌「압바쓰」와 알리의 형제「아낄」은 회개하고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써「압바쓰」는 압바쓰 조의 시조로써 그리고 알리는 이슬람역사에 공헌한 공헌자로써 그 
업적들을 남겼다. 

71- 1) 바드르 전투에서 불신자들이 계약을 깨뜨리고 그대 부함마드를 기만하고 배반하였을 때 하 
나님은 그대에게 힘을 주어 그들을 물리치게 하였으니 

72- 1) "무하지린”은 무함마드를 따라 메카 불신자들의 박해를 피하여 메디나로 이주 

최々 占입與^ 犯秘述藏 

쇼;分화;사々 V谷^읽‘낮^ <2^ 히 
iZ^ji^cvo 복)^수 

乂Si ⑶ t: 故향j S산; t其 
多多3 (깃55차 ofSx^^ 公도 

ᄂ於能⑥화;고:々、Hi, 

I 松쩜活권按최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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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불신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니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 
지 않는다면1> 지상에는 혼동과 큰 
재해가 있으리라 

74. 믿음으로 이주하여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이들과” 그들을 보호 
하여 도와주는 그들이2> 진실한 신 
앙인들이니 그들에게는 관용과 자 
비로운 양식이 있을 것이라 

75. 후에 믿음을 갖고 이주하여” 

너희와 함께 성전하는 자 있었으 
니 이들도 너희 가운데 있으되2> 
혈족 친척의 일부는 하나님의 성 

서안에 있는 일부보다 우선이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 
시니라 

보起對與5!※私 
©향述^ 

一以 애나; 比的뱄쇼鄭 
보以다의오！ 石^ 

©조U名4고冬^ 

쐬心 隊% 대노與 
⑷때씨잇피훼■沒 

@J聲技목寒섟홧 

하였던 메카 주민들올 일컬으며，“안사르”는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하여 온 무하지린에게 
피난처와 안식처를 제공하여 정신적 물질적으로 그들올 도와준 메디나 주민들을 일컫는다. 

이들 두 주민들은 선지자의 영도하에 혈족과 갈은 형제가 되어 무하지린이 메카에 남아있 
던 형제들과 떨어져 있을 동안 모든 재산상속 문제에 있어서도 갈은 대우를 무하지린도 받 
게 되었다. 

73- 1) 무하지린, 안사르 그리고 믿음은 있으나 이주하지 아니한 무슬림들 모두 서로가 돕고 단결 
하지 않는다면 

74- 1) 먼저 이슬람에게 귀의하여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하여온 메카 사람들 
2) 메카에서 온 이주민들을 도와준 메디나 사람들 

75~1) 후에 믿음을 갖고 제 이차로 메디나로 이주하여온 메카 사람들 
2) 그들에 대한 은혜와 보상도 처음 이슬람에 귀의하여 이주하여 온 무하지린과 갈은 뜻으로 
해석된다. 

■讓^^^園^^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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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장 타우바 

본장은 꾸란 전체에서 유일하게「바쓰말라」(비쓰밀라히 아르라흐 

만 아트라힘 :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로 시작 

하지 아니한 장이며 절이다. 왜냐하면 믿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최후 
경고이기 때문이다. 

본절에서「바라아」은 책임면제라는 언어적 뜻을 갖고 있으나 여기 

서는 동맹 또는 계약의 의무를 해제한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믿지 아 

니한 자들이 무슬림들과 빈번히 계약을 맺었을 때 무슬림들은 양심적 

으로 그 계약을 준수하였으나 이교도들은 그들에게 이익이 될 때는 

이를 위반하곤 하였다. 이러한 위반이 잦아지자 그러한 계약을 취소 

할 수 밖에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4달 동안의 유예를 주어 그들이 

다시 그들의 계약을 준수하도록 촉구하였으나 그렇지 아니하매 동맹 

및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타우바j 장은 메디나에서 계시된 129절로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 

시된 말씀 가운데 후미 부분이라고「부카리」가 전하고 있다. 또한「하 
피즈 이븐 카씨르」는 이「타우바」장의 첫 부분은「타북」전쟁에서 돌 

아왔을 때 계시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본장은 중요한 2가지 의의를 갖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아 

니한 사람들과 성서의 백성들(구약과 신약을 믿는 사람들)과의 공동 

사회생활에 관한 이슬람법고ᅡ, 둘째는 로마 전투에 대비하여 많은 군 

인들을 집합시키면서 보여준 무슬림의 정신력이다. 연대적으로 고찰 

하여 보면 1~29절까지는 헤즈라 9년「사활」달에 관한 국가정책이 

성지순례 때 발표되어 정책화 되었으며, 나머지 30〜129절은 이에 조 

금 앞서 계시된 것으로 헤즈라 9년「라마단」에 관하여 그리고 헤즈라 

9년 여름 선지자의「타북」원정에 관한 말씀이 계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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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북」은 아라비아 반도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때 당시는 팔 

레스타인을 포함한 시리아 지역의 비잔틴 제국에 근접하고 있었다. 

「메디나」북서쪽으로 350마일,「마안j 남쪽 1於마일에 있는 헤자즈 

지역에 요새와 우물이 있었다. 당시 비잔틴 제국(로마)이 아라비아 반 

도를 침범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로마 황제가 그 목적으로 국경선 가 
까이 도착하였다는 풍문이 떠돌자 선지자는 가능한 많은 군대를 이끌 

고「타북」으로 향진하였다. 

그러나 비잔틴제국은 아라비아 반도를 침략하지 아니 하였기 때문 

에 선지자는 무슬림들을 규합 단결하여「아지ᅡ바」만 근처에 있는 유대 

인 및 기독교인들의 부족과 동맹을 맺었다. 

본장의 명칭은 여러가지로 불리우고 있는데 일부 해설가들은 14가 

지 명칭이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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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1. 이것은 너희가 볼신자들과 맺 
은 계약에 대해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 자로부터의 면책 선언이라1》 

여 우《々0! 찼以;고5兵 £? 

抄빼廣.，敬나3 삐 

客次江쌘썬技;版寒/시 
《淨身滅妙始ᅣ冗요쩟 

(술 교W 때式화와 

2. 믿음이 없는 자들아 대지위를 
사개월 동안만1> 여행하여 보라 너 
회는 하나님을 좌절케 할 수 없으 
며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당황케 
2) 하심을 알게 되리라 

3.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로부 
터 백성에게 발표가 있었으니 대 
순례날1> 이었느니라 실로 하나님 
은 불신자들에대한 책임이 없으며 
그분의 선지자도 마찬가지라 그러 
므로 회개하라2>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리니 너희가 거역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좌절케 할 수 없 
음을 알게 될 것이며 불신자들에 
게는 고통스러운 벌만이 있을 것 
이라3) 

1- D 불신자들을 비롯 이슬람의 적들은 이따금 무슬림들과 상호동맹조약을 체결하곤 하였다. 무 
슬림들은 빈틈없이 이 동맹의 조약들을 준수하였으나 불신자들은 그들의 조약을 몇번이고 
위반하였다. 이러한 위반 사건이 몇년 동안 수 차례나 거듭되자 4개월 동안의 경고 기간이 
지난 후 모든 동맹조약들을 파기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2- 1) 4개월이라 함은 옛 아랍관습에 따라 전쟁이 금기된 4개월 즉 라잡，줄까으다, 줄헛자, 무하르 
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부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제2장 194절 및 해설 참조). 

그러나 본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직후의 4개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의 
미가 있는 것으로 본다. 본 절이 샤왈 달 초순에 있었던 것으로 보면 4개월은 샤왈，줄까으 
다, 줄빚자, 무하르람이라 풀이될 수 있다. 

2) 현세에서는 불신자들올 포로 또는 멸망케 하여 당황케 하고 내세에서는 무서운 벌로써 좌절 
케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3- 1) 대순례의 날은 성지순례의 달(줄찾지) 9일째의 날(아라파트의 날) 또는 10일째의 날(회생제 
의 날)을 의미한다. 또는「우므라」를 소순례라고 할때 아라파트에서의 의식과 희생제의 날은 
대순례의 날이라고도 할 수 있다(알카샤프 245/2). 

2) 다신론 신앙을 버리고 유일신 신앙으로 돌아온다면 
3) 불신자들을 조롱하는 경고로써 그들에게는 무서운 벌이 있다는 것으로 「아부 하이얀」은 
풀이하고 있다(알바흐르 8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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ᅳ… 一. 

8. 어떻게 그러한 조약이 있을 
수 있느뇨 그들이 너희보다 이로 
운 위치에 있을 때 그들은 너희와 
의 조약을 존중치 아니하며 그들 
은 그들의 입으로만 너희를 기쁘 
게 하는 듯 하나 그들의 마음은 
거절하고 있도다 실로 그들 대다 

j 수는 사악함이라 

均淑^必상후 雜故述 
必‘앴多成j:서乳요松 

©占식5 ： 

9.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 
1 찮은 것을 얻어 하나님의 길에 들 

어서는 사람들을 막았으니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에 불행이 있으 

1 리라 

10. 그들은 신앙인들을 존경치 
아니하고 조약도 준수치 아니하니 
이들은 범주를 넘어선 이들이라 ⑷ 松… 

11.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예 
배를 드리며 이슬람세를 바칠때 
그들은 곧 믿음의 너희 형제들이 
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성이 있 

' 는 백성들을 위해 말씀의 예중을 
설명함이 라 

d多i與증必■(以…與能요邊 5 
하낮分 | 

12. 조약 이후 그들이 조약을 위 
반함은 그들이 너희의 종교를 공 
격함이니 불신자들의 우두머리들 
에 투쟁하라 그들은 믿음이 없으 
니 저지될 것이라 

一^ 必公: 녀閑많니此 

13. 조약을 위반하고 선지자를 
추방하려 음모하였으몌> 너희를 
공격한 무리에게 투쟁하지 않느뇨 
하나님께 권능이 있으시니 너희가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 
하라2) 

따:;次地벼어炎校와 
뱐淑必〔5;쇼 셋;必，k 

©述0敗從多■效책 3 

살해하는 것을 선지자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ᅳ결코 나는 조약을 위반하지 아니하며 전령을 투옥하지도 아니하니라”(아부 다우드와 알나 
싸이). 

13-1) 메카로부터 추방하려 음모하였으며 
2) 올바론 신념과 믿음과 신앙이란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 하지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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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그들에 투쟁하라 하나님은 
너희의 손으로 그들을 벌하사 그 
들을 수치스럽게 하여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며 믿음이 있 
는 백성의1>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 
니라 

15. 그들 마음속의 분노를 지워 
주시며 뜻이 있는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니1> 하나님은 앎과 지혜로 

충만하시니라 

16. 너희중에 성전하는자가 누구 
이며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와 
믿는 자들을 따르는 자가 누구인 
가를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채 외 
면당하리라 생각했느뇨u 하나님 
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2> 

17. 스스로 믿지 아니하는 불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원들을 방 
문할 권한이 없나니1》곧 그들의 
일들이 헛되어 그들은 불지옥에서 
영생하리라 

液;與次iS 炎4쑈版與요腺 
© 도은分그그여々 

齡碎《삿別성화꽤다^ 
® 浴與 

^么브 5냐^以 t 뇨ij以3J;'흐交。；“。 
蟲功射^效一다^士 必處遠 

낮—。谷々 占◎之와公향匕 
;■패明과향흙내 

©쇼雄 

14-1) 메카에 와 이슬람에 귀의함으로써 그들 백성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은 예맨 사람들이 선 
지자에게 이러한 고통을 말하였을 때 선지자께서 말하길， 
“승리와 행복이 가까왔다는 복음을 알리라”(아부 싸우드 258/2) 

151) 새로 시작하는 말로 r아부 쑤피얀」처럼 회개하고 이슬람에 귀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 
에 따라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다. 

16- 1)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에 누가 정직하고 진실한지 시험하지 아 
니하고 그대로 방치하리라 생각하느뇨? 

2)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시험하여 좋은 것과 그른 것을 식별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17- 1) 사원(모스크 또는 마쓰지드)에 관련된 “아마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는 건물을 짓다 또는 중축 및 수선하다이며，둘째는 유지 관리한다는 뜻이다. 셋째는 
방문 또는 순례하다，넷째는 빛과 생명과 생기를 불어 일으키는 것 둥의 뜻을 갖고 있으나 
본문에서는 세번째 의미로 풀이하였다. 이슬람 이전에 이교도들은 사원을 짓고 수선하고 
유지 관리도 하였으며 카으바 신전 주변에서 웃을 벗고 춤을 추는 행사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것으로 하여 수입을 얻기도 하였다. 한편 이슬람은 이를 부정하였으므로 이교도들 
은 무슬림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을 추방하였고 카으바 신전도 무슬림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봉쇄하였다. 그러나 헤즈라 S년 무슬림들이 다시 탈환하여 사원을 정화하고 재 
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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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실로 하나님의 사원을 방문 
하는 자와 관리하는 자는 하나님 
과 내세를 믿고 예배를 드리며 이 
슬람세를 바치며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들이거늘 
그들은 인도받는자 가운데 있게 
되리라1> 

19. 너희가 순례자의 갈증을 식 
혀주며 하람사원을 유지하였다 하 
예3 하나님과 내세를 믿으며 하나 
님을 위해서 성전하는 자와 같다 
생각하느뇨 이들은2> 하나님 앞에 
서 비교될 수 없나니3》하나님은 
우매한 백성을 인도하시지 아니하 
심이라 

20. 믿음을 갖고 이주하여 하나 
님의 길에서 그들의 재산과 생명 
으로 성전하는 자들은1> 하나님으 
로부터 가장 큰 보상을 받으니 그 
들이 승리한 자들이라 

18- 1) 꾸란에 있는 모든 “‘Asa”는 의무이다.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Asa라고 계시하였다. 하나님 
으로부터 계시된 “‘Asa”는 꾸란 어느 곳에 있던지 의무이다. 전자는「이브누 압바쓰」의 견 
해요 후자는「아부 하이얀」의 견해이다(사프와트 타과씨르 제5권 p.10). 

19- 1) 불신자들에 대한 교훈으로 바드르 전투에서 꾸라이쉬 지도자들은 모두가 포로로 생포되었 
는데 그들 중에「압둘 무딸림」의 자손「압바쓰」가 있었다. 선지자를 동반했던 사하바들 중 
한 사하바가 그 생포된 포로들에게 가서 그들의 불신을 꾸짖고「아비 딸립」의 자손「알리」 
는 선지자를 살해하고 형제애를 단절하려 했던 사건에 대하여 압바쓰에게 비난을 하자 압 
바쓰가 말하길 
1•우리의 잘못만 상기시키고 우리가 보인 선행을 숨기려 합니까?”라고 하자，다시 사하바가 
말하길, “너희가 보인 선행도 있단 말이뇨?”라고 묻자 대답하길，“예, 있습니다. 우리는 하 
람사원을 방문하고 관리 하였으며 카으바의 덮개를 씌우고 순례객들에게는 물올 공급하여 
주었으며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라고 하자 본절이 계시 되었다고 풀이되고 있다 
(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5). 

2) 불신자들 
3) 자랑 할 수 있는 것이란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믿으며 하나님의 길에서 성전하는 것이라고 
따바리는 말하고 있다(알따브리 94/10). 

20- 1) 지하드란 자기 희생의 한 형태로 하나님의 목적과 명분을 위하여 성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하드는 첫째 진실되고 성실한 믿음과 신앙생활로 자기 이익과 세속적 이익을 탐내지 아 

니하며 끊임없는 연속적 생활이 되어야 한다. 또한 지하드는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기 
의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지하드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이슬람의 생활규범. 명지대 
학교 출판부 pJ效-206 참조. 

篇셋名抄노 9 反此必效I 
■피■忍 ■的며、 

제、대차휘^均 
今i)' (그& 그。心;교병사로?; 必V A 

知#a必ᅪjii射幻 \^\^\ 

되^抄라v교函 化必\ 
삯，器ii 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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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投雜^ 

21. 그들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비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리라 

22. 그들은 그곳에서 영생하리니 
실로 큰 보상은 하나님께 있노라니 

23. 믿는 사람들아 너희의 아버 
지들과 형제들이 믿음 보다는 불 
신을 택한다면 그들을 보호자로 
택하지 말라 하였으니1> 그들을 보 
호자로 하는 자는 누구든 우매한 
자들이라2ᅩ 

24. 일러가로되 너희 선조들과 
너희 후손들과 너회 형제들과 너 
희 아내들과 너희 친척과 너희가 
획득한 재산과 거래가 없을까 두려 
워하는 상품과 너회가 바라는 주거 
지들이 하나님과 선지자와 하나님 
의 길에서 성전하는 것보다 귀중하 
다면1>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명령 
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매한 백성 
을 인도하지 아니 하시니라2> 

녀成서爲7必效；私與 
©公화 

迎成쑈16的收技毒 

與與;;니附⑷少抄해敬 
U여 0육多하고公*I 少々必 

©•必훼炎; 

炎해j與仏炎’射;炎향 6心必 
心객 o句化여典^ 
쇼 Q炎t값향兵보피比나 
쌍고'^!^고 

25.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여러 
전쟁에서 그리고 후나인 날에1ᄆ 승 

22- 1) 믿는 신앙인(무으민》에 대헤 3가지로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믿음Oman)과 헤즈라 
(Hijrah)와 생명과 재산에 의한 지하드(Jihad)이다. 한편 이에 대한 보상도 3가지로 묘사되 
고 있는데 자비와 기쁨과 천국이다- 자비는 믿음에 대한 보상이요 기쁨은 지하드에 대한 보 
상이며 천국은.해즈라에 대한 보상이라고 표현되고 있다(알바흐르 2L6). 

23- 1) 믿음보다는 불신을 택한 아버지나 형제들을 보호자로 선택할 때 그도 그들처럼 불신자가 
된다. 왜냐하면 불신(쉬르크)으로 만족해 하는 자 곧 불신자이기 때문이다. 

2) 메디나로 이주(헤즈라)하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명령했을 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명 
령이 있었을 때 한 남자는 그의 아버지와 형제와 아내에게 말하길, “이주하라는 명령이 있 
었다”고 하자 그들 중에는 서둘러 그렇게 행하는 자 있었고 그들 중에는 아내와 가족을 선 
택하고 이주를 단념하는 자가 있자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샤프와트 타파씨 

르 제5권 p.13). 

24- 1) 부모와 자식 그리고 재산과 명예 둥이 하나님과 선지자에게로 이주하는 것보다 귀중 하다면 
2) 인간의 마음은 자기 자신과 부모와 형제와 자손과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와 명예에 집착하 
기 쉽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한다면 인간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선택 
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다. 

25- 1)「후나인」은 메카에서 동쪽으로 약 14마일 떨어진 따이프로 가는 도로에 위치한 지역 이름 
이다. 헤즈라 8년 메카를 정복 당한 직후 이교도들은 선지자를 공격 하려고 타이프 부근에 

I 避^^!^^變無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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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주셨으니 보라 너희 숫자가 
많음에 너희가 놀랐으나 그것은 
무용한 것이었으며 대지는 넓으나 
너희를 궁핍게 하였으니 너희는 
뒤로 물러 섰노라 

26. 그런후 하나님은 그의 선지 
자와 믿는자들에게 안정을 주시었 
으며1> 너희가 보지 못한 군대를 
보내었고2> 불신자들에게 벌을 주 
시었으니3) 그것이 불신자들에 대 
한 보상이라 

27. 그런후 하나님은 그분의 뜻 
에 따라 관용을 베푸시니 하나님 
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28. 믿는자들이여 실로 불신자들 
은 불결하나니1》그들로 하여금 그 
해 이후2> 하람사원에 접근하지 않 
도록 하라 너회가 거래의 손실로 
가난을 두려워 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너희에게 양식을 
주시리라3> 실로 하나님은 앎과 지 
혜로 충만하시니라 

서 군대를 재정비하여 집결시키고 있었다.「하와진」과「싸끼프」부족이 메카원정의 준비를 
하고서 그들의 힘과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고 있을 때 새로 입교한 메카 무슬림들은 열광적 
이었다. 

적군은 _명의 군대였으나 무슬림은 10,000ᅳ12,000명올 넘어선 큰 부대였다. 이렇게 숫 
자적으로 우월한 무슬림군대는「후나인」전에서 열세에 몰리게 되었다. 그것은 무슬림들이 
이성과 믿음과 신념에 충실 하지 아니하고 열광적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처음에 
는 많은 병사의 피해를 보게 되었으나 선지자의 지혜와 믿음과 침착으로 열광적인 군대를 
재정비하여 적을 무찌르게 되었다. 

26-1)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내리사 믿는 신앙인들은 그것으로 안정을 찾고 그 안에서 평온 
함을 갖게 되 었다고「아부 싸우드」는 풀이하고 있다(아부 알싸우드 263/2). 

2) 천사들이라 이브누 압바쓰는 해석하고 있다. 

3) 포로가 되고 살생이 되었다. 

28-1) 그 불결함이 개나 돼지들처럼 불결하다고 이브누 압바쓰는 비유하고 불선자들과 악수를 하 
였을 때는 우두를 해야 한다고 하싼은 덧붙이고 있다(알꾸르뚜비 1_). 

2) 헤즈라 9년으로 이 해에「바라아」장이 계시 되었고 알리가 성지순례 기간에 그것을 선포한 
해로 다음 하디쓰가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금년 이후 어느 불신자도 순례 하지 아니하니라”(아무 알싸우드 2&4/2) 

3) 메카는 아라비아반도 상인들이 순례기간에 상품을 가장 많이 거래하는 상업 도시였다. 그런 
데 하람사원이 있는 메카에는 헤즈라 9년부터 불신자들의 출입이 금지 되었으니 상거래에 
의존하던 그곳 무슬림들이 물질적 손실을 입게되자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이해되며 그대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과 인두세(Jijiya) 그들 무슬림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풀이되고 있다 
(알따브리 107/10》. 전리품 및 인두세C用iya)에 대한 설명은 이슬람의 생활규범. 명지대학교 
출판부 p.202-206 참조. 

와與炎次^ 
多^;UiJ效紙P 必松松 

6 ^9 ，之，t » 
©야。必서) 

心벴徒 ‘，此移 
방分多必 O 고丄難고※ 0% 

쑈少혁 P 夕雄、必占別생述 
©도?逆화 

。後炎於6多겨物納勤犯S 

4i)l 장 
©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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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하나님과 내세를 믿지 아니 
하몌> 하나님과 선지자가 금기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2> 진리의 종 
교를 따르지 아니한 자들에게 비 
록 그들이 성서의 백성이라3> 하더 
라도 항복하여 인두세를 지불할 
때까지 성전하라4》그들은 스스로 
저주스러움욜 느끼리라 

30. 유대인이 이르길 에즈라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기독교 
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 이것이 그들의 입으로 주장 
하는 말이라1> 이는 이전에 불신한 
자들의 말과 유사하니2> 하나님이 
그들을 욕되게 하사 그들은 진실 
에서 멀리 현혹되어 있더라 

31. 그들은 하나님 외에 아호바 
르와 루흐반1> 그리고 마리아의 아 
들 예수를 그들의 주님으로 경배 
하나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말 
라 그분 외에는 신이 없노라 그들 
이 더불어 섬기는 것 위에서 하나 
님이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 

29- 1) 아지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유대인 그리고 예수를 삼위일체설로써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어 창조주의 완전한 신성올 부인하는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창조주를 부정하는 불 
신자들. 

2) 성서에 금지된 것들을 준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금기된 술과 돼지고기를 허용 
하고 

3) 타우라(구약)와 인질(신약)을 믿는 백성들 
4) 전쟁 중 무슬림이 정복한 영토에서 비무슬림들이 이슬람사회에 거주하면서 이슬람에 귀의 
하지 아니하고 이슬람의 보호를 받고자 할 경우 이들이 매년 지불하는 세금을 인두세 
(Jijiya》라 한다. 그 금액은 금 4디나르 또는 은 40 디르함으로 성년 남성이 지불하며 여성 
과 어린이, 가난한 사람, 불구자，노인 둥 생활 무능력자는 제외된다. 빈부에 따라서는 금 1 
디나르에서 은 10디르함으로 세율을 낮출 수도 있다. 이는 선지자 무함마드의 선례에 따른 
것으로 선지자 무함마드는 예맨 백성들로부터는 1디나르를，시리아 백성들로부터는 4디나 
르를 징수하였다. 한편 무슬림과 조약을 체결한 백성들이 지불하는 인두세는 그들이 무슬 
림이 되는 순간부터 정지되며 징수된 인두세는 무슬림들의 공익을 위해서만 사용된다(이슬 
람의 생활규범. p.202-206 참조乂 

30- 1) 아버지 없이 태어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그들의 주장. 
2) 불신자들은 천사들을 하나님의 딸들이라 하였다. 

31- 1) 아흐바르 : 율법학자，성직자，목사，사제 및 학자 둥의 뜻. 

루흐반 : 수사, 염세주의자，은둔자 및 세상을 단념한 자. 

본문에서의 아흐바르는 유대인 율법학자 및 성직자를, 루흐반은 기독교의 율법학자 및 성 
직자로 이해된다. 

싶뇨 소 과(그笑金沙士고!쇼5끊 

L획‘하짐々;、^뒤、오今 

나；고1니15; ^此kUi도사효^ 今고5) 

생，와상必必， 

©必與部染此^公그 

g:나여자|니ᄋ 쇼—， 
必홧 이니께必S述免 

© 6多===다세고、그흖丄 



제9장 티^七f : 32-36 329 

32. 그들은 하나님의 광명을1ᅩ 그 
들의 입으로 끄려 하나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고 그 빛을 완전케 
하시니2> 불신자들이 증오하더라 

33. 그분이 복음과 진리의 종교 
를 선지자에게 보내어 그것을 모 
든 종교 위에 있도록 하시었으니 
불신자들이 또한 증오하더라 

34. 믿는자들이여 많은 아흐바 
르와 루흐반들이1> 부정으로 사람 
의 재물을 축적하며 하나님의 길 
에 있는 이들을 방해 하도다 또한 
금과 은을 저장2>하여 두고 하나님 
을 위해 사용치 않는 자들이 있으 
니3)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벌이 있 
을 것이라 경고하라 

35. 지옥의 불에서 달구어질 그 
날 그들의 앞 이마와 그들의 옆구 
리와 그들의 등 위에 그들이 얻은 
것이 표시가 되니 이것은 너희가 
네 자신만을 위해 저장한 것이거 
늘 너희가 저장한 것을 맛보라 

36. 하나님은 그분의 성서에서 
열두달을 일년으로 하사1》천지를 
창조한 그날을 두셨노라 그중 네 
달은 성스러운 달이니2ᅩ 그것이 올 
바른 법칙이라 그 안에서 너희 자 
신을 우롱치 말고 그들이 너희들 

6:以;사:巧,•多 1多*^己;^ 
혀必쇼不흣었 

® 옳빠빼斤여 

다대난i했以改被與候 g、5t 數 
《心、1其 此여여制0與以起 
시고 \j CS 쑈、^ 

©고ij 나'^^次^4같9그 

必^닥나：향;仏4此怨少效 
與紀»:以多砂。次貞。與도 

a 以과삐고“與 s46i 
근요，나心 ，明 I々此M 외씻少나:>1 

32-1) 이슬람의 빛과 선지자 무함마드의 해석. 

2) 이슬람의 빛올 끄려 하는 것은 마치 태양의 빛을 끄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능 하다는 
뜻으로 본다. 

34-1) 본장 31절 해설 참조 
2) 칸즈의 언어적 의미는 모으다란 뜻이었다. 금이나 은을 저장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 
브리 학자는 땅속 또는 땅위에 저장된 모든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풀이하고 있다(알따브 
리 121/1). 

3) 재물과 유산을 축적할 뿐만 아니라 이슬람세는 물론 선행을 실천하지 아니하며 

361) 달 운행법칙에 따른 분류이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저15권 p.19). 

2) 성스러운 달은 곧 모든 살생 행위 및 전쟁이나 약탈 행위가 금지된 달로 라잠, 무하르람，줄 
까으다, 줄헛자 4개월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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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투쟁하듯 모든 불신자들 
에게 성전하라 실로 하나님은 정의 
로운 자들과 함께 하시니라 

37. 성스러운 달을 연장함은 불 
신을 추가함이니 이로 인하여 불 
신자들이 잘못 인도되니라 한해는 
허락된 해로 하며 한 해는 금지된 
해로 하여n 하나님이 금기한 달과 
일치시키고 하나님이 금기한 것을 
정당케 하려 하니 그들의 행위에 
불행이 있으리라 또한 하나님은 
불신하는 무리를 인도하지 아니 
하시 노라 

38. 믿는자들이여 너희에게 무슨 
일이 있느뇨 하나님을 위해 전쟁 
에 임하라 하매1ᅩ 너희가 주저하였 
음이요 이는 너희가 내세보다 현 
세에 만족 하였음이라 실로 현세 
의 삶은 내세에서는 미아에 불과 
하니라 

39. 너희가 전쟁에 임하지 아니 
하였다면 너희에게 고통스러운 벌 
을 주셨을 것이오 너희 대신 다른 
백성으로 대체 하였으리라 너희는 
하나님을 조금도 해칠 수 없나니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 하 
심이라 

40. 너희가 너희 지도자를 도울 
수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도우시니 불신자들이 그분을 추방 
했을 때도 그랬느니라 그분께서 한 

@ 必피;노令요致突감안날 

빼久여，仏빠故 
；>U 兩劉겠狀쑈향3狀성U 
心乂如&々겼鄭系:대々物 

©必公";與 w別 

。，以V※그接刻必해내 
© ⑷냈技幻J端與피後가 

;沒여최域_■폐 
©보4 聲犯기양沒고얏 

々此 0향 U빪쇼狀과를、改 

37- 1) 한 해는 헤즈라 첫째달인 무하르람을 허락된 달로 하고 다른 해에 가서는 금기된 달로 하여 

38- 1) 전쟁은「타북」전쟁을 가르키는 것으로 무슬림 병사들의 지하드를 요구 하였으나 이에 응하 
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현세적 욕망에 빠져 타북원정을 싫어하였다. 후나인 전쟁올 마치고 
따이프로부터 돌아온 선지자는 로마원정을 위한 지하드를 백성들에게 촉구하였다. 그 당시 
는 가장 나쁜 환경으로 땅은 가뭄으로 황폐하였고 날씨는 혹더위가 계속되었을 때였다. 그 
후 농사(종려나무 열매 경작 및 일부 과수 농사)가 풍작이 되자 병사들은 시원한 그늘 아래 
서 편안한 생활을 원할 뿐 원정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자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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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동반자와 동굴안에 있었을때 
그의 동료에게 일러가로되 슬퍼하 
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 
심이라1》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분에 
게 평안을 주시고 너희가 보지 못 
하는 군대로2> 그를 지원하사 불신 
자들의 교만한 언행을 꺾으섰으며 
하나님의 말씀이3ᅭ 높이 있었으니 
하나님은 강하시고 현명하시노라4> 

41. 가볍게든 또는 무겁게 무장 
하여ᄇ 나아가 너희가 재산과 너회 

의 생명들로 하나님을 위해 성전 
하라 너희가 알고 있다면2》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리라 

42. 눈에 보이는 이익이 있었고” 

여행이 쉬웠다면2> 아마 그들은 그 
대를 따랐을 것이나3ᅩ 거리가 그들 

系라物路향^私此述선 
1與^讓與從했沒^述 

©나벼 OTa시대려 

«효與其多삭起요明방地公) 
@6펴고必 씼裝쳐•必，d 

셋ᄂ 
多>노 나々겐 I사^^ 스^과 

40- 1) r아나쓰」가「아부 바크르」에 관하여 전하는 하디쓰를 r따브리J 가 전하고 있다. Of부 바크 

르가 말하길, “동굴 안에는 저와 선지자 밖엔 없습니다. 불신자들의 발꿈치가 저희 머리 위 
에 있으니 선지자여! 그들 중의 하나가 그의 발을 든다면 저희가 그들 눈에 발각 될 것입니 
다” 이때 선지자께서 말하길，“아부 바크르여! 네 생각으로는 둘이나 하나님께서 그 둘과 
함께 세번째로 계시니라”(알따브리 136/10) 

2) 천사들로 하여금 동굴을 지키도록 하였다. 

3)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존계하지 않는다는 “라 일라하 일랄라”를 가르킨다. 

4) 「타북」전쟁에 임하지 아니하려 주저했던 병사들이 있었지만 대다수 병사들이 믿음으로 그 
전쟁에 임하였을 때 또한 선지자가「메카』에서 여러 이교도들의 음모와 박해를 피하여 메 
카를 떠나 메디나로 이주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들이 승리 할 수 있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지자는 메디나로 이주 하기에 앞서 그분의 추종자들을 미리 메 
디나로 보냈었으며「알리」는 스스로 그의 집에서 적들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었다. 한편 선 
지자 무함마드는「아부 바크르」와 함께 메카에서 약 3마일쯤 떨어진「싸우르j 산 히라 동 
굴에서 3일밤을 숨어 있으면서 적들의 물샐틈 없는 경계와 탐색을 피했다. 동굴안에 같이 
있던 r아부 바크르ᅴ 가 “지금 우리 둘 이외에는 무도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무함마드께서 
이르길，“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니라”라고 대답하였다. 그러하므로써 그들 
의 믿음은 그들 마음에 평안을 주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사 메디나에 무 
사히 도착하였으니 이것이 이슬람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 

41- 1) 젊은이여 그리고 장년들의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여 도보로 또는 승마하고 어떠한 환경에 
있던 성전에 출전하여라. 

2) 성전을 위한 원정과 지하드는 너희가 지상의 무상한 세속적 이익보다 나으리라. 너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현세의 이익이 적을 정복하여 영토를 정복하는 것이라면 내세에서의 
위대한 보상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도 해석되고 있다(알바흐르 44/5). 

42- 1) 전쟁의 전리품을 획득 하기에 쉬웠고 
2) 원정거리가 멀지 아니하고 가까운 곳에 있었다면 
3) 우리는 그대 무함마드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리품을 위해서 출정 하였으리라. 

4) 타북까지의 원정거리 

致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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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멀었도다4> 그들은 하나님께 
맹세하여 저희가 할 수 있었다면 
저희는 그대와 함께 나아가 자신 

^ 들을 바쳤을 것이라고 말하더라 
1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거짓말 

함을 아시노라 

匕^냥 | 

@6채;歎빼; 

43. 하나님은 이미 그대에게 관 
용을 베풀었느니라1ᅭ 그런데 진리 

:: 를 말하는 사람이 그대에게 밝혀 
지고 거짓말 하는 자들을 알기 전 

P 에 그대는 그들을 유예하여 주었 
| 느뇨 

到최 cK씼최싯빠技仏 

44.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 이들 
은 그들의 재산과 생명으로 성전 
하는데 제외시켜 달라 그대에게 
요구하지 않나니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아시고 계시니라 

Ju與此 心씼6抄故起언 

@ (조의뇨 

45. 그러나 하나님과 내세를 믿 
지 아니한 자들은 그대에게 허락 

S 하여 줄 것을 요구하매 그들의 마 
1 음은 의심으로 가득차 있어 그들 
i 은 의심 속에서 방황하고 있노라 

깅나此。생々成狂도均 
고々;炎파식3!나少 

ᄊ '，기以，4 一 
@ 여깃V :: 

46. 만일 그들이1》전투에 임하고 
자 하였다면 그들은 그에 대비하 

:: 여 준비 하였으리라2》그러나 하나 
님께서는 그들이 출전함을 싫어하 
섰으니3ᅮ 그들을 제지하시며 앉아 
있는 자들과 함께 있으라 말씀이 
있었음이라 

士^;냐쑈地公창述幻1]此期 
® 하，;^;쇠년此， 

逆)64: 사ill 사 

47. 만일 그들이 너희와 더불어 
1 출전하였다면 그들은 너희에게 해 
1 악을 끼칠 뿐이며 너희 가운데 해 

야호실해^！쇼외 ' 

^ 43-1) 그대와 함께 타북 원정에 나가는 일을 기만하며 단순히 양해를 요구했던 위선자들을 허용 
하여 준 그대에게 하나님은 관용을 베풀었느니라. 

1 461) 위선자들 
2) 무기와 양식으로 출전 준비를 하였으리라 
3) 위선자들이 그대 무함마드와 출전 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은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하고 악 

이 되었을 것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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技^按거miro 田碎^雅^，理器■期 

악을 번지게 하고 너희를 교란케 
하였을 것이며 너희 가운데는 그 
들에게 귀를 기울인자도 있었으리 
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 
을 알고 계시었노라 

48. 그들은 그 이전에도】》교란을 
음모하여 그대를 괴롭히려 하였으 
나 진리와 그들이 싫어하는 하나 
님의 말씀이 승리하였노라 

49. 그들 가운데 저를 제외시켜 
주시고 저를 시험하지 마옵소서1〉 
라고 말하는 자•가* 있었으나 그들 
은 이미 유혹되어 지옥이 그들 불 
신자들을 에워싸고 있었노라 

50. 기쁨이 그대에게 깃들 때1》 
그들을 슬프게 할 것미요 그대에 
게 불행이 있다면 그리하여 우리 
는 이미 주의를 하였음이라 라고 
말하며 그들은 기뻐하며 돌아서리 

51. 일러가로되 하나님께서 명령 
한 것 외에는 우리에게 무 것도 
있을 수 없나니 그분은 우리의 보 
호자이사 믿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분이시라 

52. 일러가로되 영광스러운 일 
두가지 가운데1> 하나를 우리에게 
기대하느뇨 우리는 하나님 스스로 

4좌여치대染 
뼈;셌 6자;^s 

少M故：^占박!^리 

cX 싯 Tbd괘; 及소ᅀ히 이 
피t九比하 

雄承系，始少고;說技版얹與 

。ᄄ多必別 o次성Iᄄ^ 쑈 
® 보이 C多iO니山도? 

—、섟5取※務乂쑈 

48-1) 우흐드 전투에서「이브누 쓸룰」이 그의 동료들과 함께 가버렸듯이(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 

권 P.沒). 

491) 선지자께서「알잦드 이브누 까이쓰」를「잘라드 바니 알아쓰파르」에게 초청하였을 때 그가 
말하길，“선지자여 제가 원정에 나가지 아니하고 남아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저를 여성들 
로 유혹하지 마소서”라고 말했을 때 본절이 계시 되었다고 이브누 압바쓰는 말하고 있다 
(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25). 

50-1) 전쟁에서 그대가 승리하거나 전쟁 노획물이 있을 때면 
2) 그들은 믿음을 거역하리라(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26). 

52-1) 승리 또는 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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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우리가 너희에게 벌을 내리 
기를 기다리고 있나니 기다리라 
우리도 너희와 함께 기다리고 있 

5 으리라 

於 ei闕織^고 
©以炎 

53. 일러가로되 마지 못하여 지 
불한다 하여도 너희로 부터는 수 
락되지 않나니1ᅭ 너회는 사악한 무 
리 이니라 

빼炎회빼향_쑈 

54. 그들이 바치는 어느 것도 수 
락되지 아니함은 그들이 하나님과 

k 선지자를 불신했고 예배를 행하지 
아니하고 게으름을 피우며 증여하 
는 것을 꺼려하였기 때문이라1ᅭ 

빼松뼈고찌;^ 
必述！^U쇼^i 

與私했 6與述 과 

55.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자식 
들이 그대를 놀라게 하지 않으리 
니 실로 하나님은 현세에서도 그 

1 들에게 벌을 내리사 그들의 영혼 
이 불신자들로서 사라지 게 하려 

1 하심이라 

許4놘씨與四>均敬섰例쇄炎 
分;대떼 

56. 그들은 하나님께 맹세하여 
너희와 함께 하려하나1》그들은 너 
회와 함께 있지 아니하며2ᅭ 오히려 
그들은 너회를 두려워하는 무리이 

j 니라 

씼해效^쑈與與최 

57. 그러나 그들은 피신할 장소 
나 동굴이나 들어가 숨을 곳을 발 
견했더라면 그들은 서둘러 들어갔 

1 으리라 

✓ » 9^9，아，’ 

^ 53-1) 위선자들의 무리여! 너희가 마지 못하여 내는 너희 재물은 하나님께서 수락하지 아니하시 

1 니라， i 
54-1) 그들이 바치는 것을 수락하지 않는 이유를 첫째는 불신함이요 둘째는 예배에 게을리하며 

재물을 마지 못하여 바치려 할 뿐 내세의 보상을 원하며 바치는 것도 아니요 내세의 벌이 
1 두려워서 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예배는 육체적 신앙의 가장 훌통한 행위로 재물을 바 
| 치는 것은 물질적 신앙의 가장 훌륨한 행위 중의 하나로 해석되고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 53/5). !； 

1 56-1) 너희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믿는자들이라 너희 앞에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나 
| 2)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불신으로 병들어 있으니 믿는자들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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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그들 중에는 자선금1ᄉ 문제에 
있어 그대를 비난하는 자들이 있 
도다 그들이 그 일부를 받는다면 
기뻐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를 보 
라 그들은 분개하고 있지 않느뇨 

59. 그들이 하나님과 선지자께서 
그들에게 베푼 것으로 만족하였다 
면 우리는 하나님 만으로 충분 함 
이라 말했을 것이며 하나님과 선 
지자께서 그분의 풍성함을 우리에 
게 더하여 주시리니 우리는 하나 
님께 소망하느니라 

60. 실로 자선금은1> 가난한 자와2》 
불쌍한 자와3> 거기에 종사하는 자 
와4) 그들의 마음이 위안을 받을 

^때述닌以 d 抄公※分心 
©心띠고 iSfei玉피;久고;^ 

與게;고淑^it!炎:셌健 
휀其 J써占犯除逆: 物ᄄ 

@6보니 

起政卵쑈샜波A逐3!S 

58-1)「싸다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과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선금을 말한 
다. 한편 이슬람세(Zakat)는 무슬림 공동사회에 정규적으로 내는 의무적 자선인데 상품일 
경우는 2}%, 땅에서 재배되는 과실일 경우에는 10%가 일반적 관례이다. 

60-1) 싸다까 : 구빈세，자선금，헌금 또는 세금이란 뜻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나 적용받는 대상자， 
수혜자，적용비율은 세금이란 개념과 다르다. 꾸란에는 자카트，싸다까 그리고 인파-끄 3가 
지 어휘로 표현되고 있다. 

2) 가난한 자(푸까라아) : 자기 자신의 필수품 및 그가 부양하는 가족들의 필수품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이들을 가르킨다. 여기서 필수품이라 함은 음식，음료수，옷，주거지 둥을 의미 
한다. 

3) 불쌍한 자(미쓰킨) : 필요한 자 라고도 해석 될 수 있는데 가난한 자(파끼르)보다 곤경함이 
덜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적용되는 규정은 갈다. 선지자 무함마드는 미쓰킨이란 어휘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미쓰킨은 한입 또 두입 또는 卜2개의 종려나무 열매를 위 
하여 사람들 사이를 배회하는 자가 아니라 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지 
아니하여 그를 도와줄 부유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는 싸다까에 의하여 도움 
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가 사람들에게 싸다까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4) 거기에 종사하는 자(알아밀이나 알레이하) : 이슬람세를 거두어들이는 기구에 종사하는 사 
람들로 그의 직업이 사람들로 부터 이슬람세를 거두어 들이는 자，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종사하는 자，관리자，그것을 기록하는 서기둥이 이에 해당된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 
이 부유하다 하더라도 봉급이 싸다까에서 지급된다. 선지자 무함마드는 다음과 같이 말하 
였다. “싸다까는 다음 다섯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유한 자에게 허용되지 아니하나니 : 거기 
에 종사하는 자，그의 자금으로 그것을 구매하는 자，부채속에 있는 자，하나님의 길에서 선 
전하는 자, 자카트로부터 싸다까를 받은 불쌍한 자가 그 싸다까의 일부분을 부유한 사람에 
게 선물했을 때이라” 

5) 그들의 마음이 위안을 받을 자(알무알라파 꿀루부훔) : 마음의 위안을 받을 자란 무슬림으 
로서 이슬람에 대한 신앙이 약하나 사회 또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그러한 부유한 사람에게도 자카트가 주어지는데 이로하여 그의 마음올 위로 및 동 
정하고 그가 사회의 모범이 되며 동시에 죄를 제지하고 나아가서는 이슬람을 지원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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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5> 노예와6ᅮ 채무인 자와가 하나 
님의 길에 있는 자와8ᅭ 그리고 여 
행자들을9ᅭ 위한 것이니 이는 하나 
님으로부터의 명령이라 하나님은 
아심과 지혜로 충만하시니라 

61. 그들 가운데" 선지자를 괴롭 
히려 그분은 귀가 있는가 또 그는 
들은대로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이2> 

아닌가 라고 묻는 자 있으니 일러 
가로되 그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 
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복음만 들 
으시는 분이시라3> 믿는 사람들에 
게는 은혜가 있을 것이오 하나님 
의 선지자를 괴롭힌 자에게는 고 
통스러운 벌이 있으리라4> 

하는데 있다. 또한 불신자에게도 이 규범이 적용되는데 그와 그의 백성들을 이슬람으로 선 
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 조항은 이슬람이나 무슬림들을 돕는 기자들이나 
작가들에게도 적용된다. 

6) 노예(피 리까브) : 무슬림이 노예일 경우 자카트로 그 노예를 해방시켜 자유인이 될 수 있으 
며，또 자유를 박탈당한 무슬림이 그의 노력으로 회복할 수 없을 경우 그러한 무슬림은 자 
카트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7) 채무자(가리무》: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에 어떤 일로도 거역되지 아니하는 부채에 빠진 
채무자가 그의 부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이러한 부류의 채무자는 그가 지 
불해야 할 부채만큼을 자카트로부터 지불될 수 있다.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말하길, “싸다까 
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3가지일 경우니라. : 극히 가난한 자, 부채로 극히 시달린 
자 그리고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무슬림이 지볼할 능력이 없을 경우이라” 

8) 하나님의 길에 있는 자(피 싸비릴라) : 하나님의 길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천 
국으로 인도하는 행위들을 의미한다. 가장 좋은 행위는 하나님을 최고의 위치에 두는 행위 
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서 성전하는 자는 비록 그가 부유하다 하더라도 자카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공공단체 즉 성원, 병원，학교 및 고아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행위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로 하는 무기， 
탄약，양곡, 군대.둥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 

9) 여행자(이브누 싸빌) : 외국이나 장거리 여행중에 곤경에 빠진 여행자는 비록 그 여행자가 
본국에서는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카트로 혜택을 받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가장 
긴급한 필요성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 곤경에 빠진 여행자에게 필요한 여비를 대 
용하여 줄 사람이 없다면 더욱 더 그렇다. 곤경에 빠진 여행자가 그에게 여비를 대부해 줄 
사람을 발견했다면 그는 대부를 받아야 하며 이때 자카트의 혜택은 주어지지 아니한다- 

61-1) 말과 행동으로 선지자를 괴롬히는 위선자들 가운데는 
2) 듣는 어떤 소식이든 확신하고 믿으며 어떤 사람의 말이던 받아들이는 사람을「우주눈」이라 
고 r잠카샤리」는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29). 

3) 좋은 것을 들었을 때는 그것을 실천하며 나쁜것을 들었을 때는 그것을 실천하지 아니하는 
분으로 하나님의 말씀 모두를 믿고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알려주는 소식들을 믿는 분이 
시라 

4) 위선자들의 무리가 자기 생각대로 말과 행동을 하며 무함마드는 말하는 모든 것을 듣고 믿 
는 사람이라고 하자 본절이 계시된 동기로 해석되고 있다(아쓰바브 알누줄 143). 

起!孤I 多/행⑶내抄‘유 

쓘초抄 (외與S 與版化故從5 
&染^고W接섰在해 
6헬^氏，따^te:; 

© 화心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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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그들은 너희를 기쁘게 하려 
하나님께 맹세하나 실로 그들이 
믿는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과 선 
지자는 기쁨을 받아야 할 권한이 
있노라 

63. 하나님과 선지자에게 대적하 
는 자1》불지옥이 그의 것이며 그 
곳에서 영생하리니 그것이 큰 수 
치임올 그들은 알지 못하느뇨 

64. 위선자들은 그들에게 말씀이 
계시되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 
을1》드러낼까 두려워하노라 조롱 
하라 일러가로되 실로 하나님은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밝 
히시니^2> 

65. 그대가 그들에게 질문하니1) 

우리는 잡담으로 얘기를 하고 있 
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더라2> 
일러가로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과 선지자를 너희는 아직도 조롱 
하고 있느뇨 

66. 변명치 말라 너희는 믿음을 
표시한 후 불신하였으매 너희 가 

心/피史^54핑화의 
© 多광必i;^ 

& 산^; 

고!향성숏미3今cii 소)I 占;s괘！노파 
초g 입6步！있냐☆쇼i球소스 iX^i 

6。쇼徒汉 

次여※成均■牧紅성S 
©6; 冬J대以社以; 以더사 

士ii紀故被必;巧我改했 

63- 1) 하나님과 선지자에 거역하는 위선자들 

64- 1) 그들 심중에 있는 위선 
2) 이슬람을 조롱하던 위선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의 위선을 들추어 내지 않을까 두 
려워 하였다고「잠카샤리」는 덧붙이고 있다(알카샤프 286/2). 

故-1) 그대 무함마드가 위선자들에게 그들이 거짓하고 위선한 것들에 대하여 질문할 때면， 
2) 타북으로 원정을 가는 길에 위선자들의 무리가 있었으니 그들이 말하길，“샴 지역의 궁궐과 
요새를 개원하기 위하여 가고 있는 이 사람을 보라”고 말을 하였을 때 하나님은 예언자에 
게 알려주었다. 예언자께서 그들에게로 갔을 때 그들이 말하길，“저희는 농담과 장난을 하 
고 있었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사프#트 타파씨르 제 
5권 p.31). 

■ I'IiIIWUbIIi 'll mmiW III 11 Ilh'W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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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용서 받을 무리가 있을 것이 
며1> 벌을 받을 무리가 있으리니 
그들은 죄인들이라 

67. 남자 위선자가 그렇고 여자 
위선자가 그러하거늘1> 금기한 것 
은2> 행하고 의무화한 것은31 실천치 
아니하며 그들의 손들을 움켜쥐고4》 
하나님을 망각하니 그분도 그들을 
생각치 아니하시더라 실로 위선자 
들은 해악을 끼치는 자들이라 

68. 하나님은 남자 위선자와 여 
자 위선자와 불신자들에게 불의 
지옥을 약속하셨나니 그곳에서 영 
생하리라 그것이 그들을 위한 대 
가이자 하나님의 저주가 있으리니 
영원한 벌만이 그들을 위함이라 

69. 너희 이전의” 그들처럼 그들 
은2ᅭ 너희보다 강했고 재산과 자손 
이 번성했노라 그들은 그들의 몫 
을 즐겨했고 너희는 너희의 몫을 
즐겼으니 이는 너희 이전의 그들 
이 그랬던 것과 갈으며 그들이 그 
랬던 것처럼 너희도 탐닉했음이라3ᅳ 
보라 그들은 현세와 내세에서 그 
들의 업적이 허무하리니 그들욘 
실로 손실자들이라 

I多容;多V足도及^ 一^ 것在4 데쇼 

펴旧技찌와就必폐 

려S 최나빠와 
^ (각;占T 

호，?넜 U쇼 

^文도。技 거好15 今i多公드 G넣功 公“; 

©往낮식고 

생i 생고想없仏넣 七※於’ 
향，技싫최와W■必 
分爲分^i沙難교攻秘% 
C대明#的此災如效爲 

必과狀i생雜如 

66- 1) 회개하고 개선하는 자 

67- 1) 위선은 남녀 구별없이 한 부류로 믿음을 멀리하는 그들의 위선은 유사하며 
2) 불신과 거역 
3) 믿음과 순종 
4) 하나님을 위하여 자선을 하지 아니하고 움켜쥐고 있으며 

69-1) 너희 위선자들의 경우는 
2) 너희 이전 거짓하던 백성들의 경우처럼 
3) 위선자들이여 너희가 세속적 물욕에 탐닉한 것은 너희 이전의 거짓했던 백성들이 그랬던 

것과 같으며 그 이전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했던 것처럼 너희 위선자들도 그들 
처럼 멸망하리라(따브리 1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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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그들 이전에 노아와1> 아드와2) 
사무드와3ᅭ 아브라함과4> 마드얀과5》 
망한 마을6>에 대한 얘기가 그들에 
게 이르지 아니했더뇨 그들의 예 
언자들이 예증들을7》가지고 그들 
에게 이르렀으나 실로 그들을 우 
롱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어리석게 하였노 
라 

71. 남녀 신앙인들은 서로가 서 
로를 위한 보호자라 그들은 선을 
행하고 사악함을 멀리하며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라 하셨노 
라 또한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 
에게 순종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에 
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 실로 하나 
님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72.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아 
래로 강이 흐르는 천국을1> 약속하 
사 그곳에서 영생할 것이며 에덴 
의 천국에는 다운 주거지와2> 
하나님의 보다 큰 기쁨이 있나니 
그것이 위대한 승리라3> 

70-1) 노아의 백성들은 대홍수로 멸망하였다. 

2) 강풍으로 멸망한 아드의 백성 
3) 벼락으로 멸망한 사무드 백성 
4) 은혜를 부정함으로써 멸망한 백성 
5) 은신처에 있던 날 벌을 받아 멸망한 백성 
6) 롯의 백성들이 거주했던 고율들도 돌비 벼락을 맞아 멸망했다. 

7) 기적들 

72-1) 그들의 믿음으로 시원한 그늘이 진 천국과 나무들 밑으로는 강이 흐르는 천국 
2) 그 주거지는 진주와 홍옥과 귀감락석으로 장식된 곳이라고 하싼은 풀이하고 있다(알카샤프 

289/2). 

3) 하나님의 기쁨을 사는 것은 위에 언급된 어느 보상보다 위대하니라. 천국의 백성들에게 하 
나님께서 말씀하시길，“천국의 백성들이여! 너희는 기쁘고 만족하느뇨?”라고 물었을때，“당 
신의 피조물 어느 누구에게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을 부여받은 저희가 어찌 기쁘고 만족하 
지 아니하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을 때, “내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라 
는 말씀이 있었다. 이때，“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라고 천국의 백성들이 물 
었올때, “그것 이후에는 내가 영원히 화내지 아니할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허락될 것이라” 

(따바리 182/10) 

如냉검설在쇼.;爲화 
시^^^^용^^ 

.대必賊麻네나쌨회 

셨iU사; 리및'; 
1今”ii < ，，，患，，. '，사자， 

6 雄必^i厚，4多;교| 
©然^ 

移在^속 

◎쇼^必 
©허匕⑶多과상u 版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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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예언자여 불신자들과 위선자 
들에게 성전하며1ᅮ 그들에게 대항 
하라2> 지옥이 그들의 안식처이며 
종말이 저주스러우리라 

74. 그들은u 아무 말도 하지 아 
니했다 맹세하나 이미 불신의 말 
을 하였으며 이슬람에 귀의한 후 
에도 불신하였고 그들이 실현 할 
수 없는 음모를 꾸미었으며2) 하나 
님과 선지자께서 그분의 은혜로 
그들에게 부여한 것을 증오하였더 
라 그러나 그들이 회개한다면 그 
들에게 복이 되리요 그들이 배반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리니 현세와 내세에서 고통스러 
운 것이라 또한 지상에서 그들에 
게는 보호자나 구원자도 없노라 

75.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이슬람세를 바치고 참된 인간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과 성약 
한 무리가1> 있었더라 

76.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게을리 
하고 등을 돌리며 거절하였더라1> 

;;흙보시; 생 I;것效나도 G在아篇합 
0 으^ᄂ 

，，빼빼 
61刻與 U的^切炎Xᄊ匕應 

媒起볏兵明맺&있;고와父'회 
호，;ii分생 
士。균장난 ^ 단 I새느以公I 

多회一&明功淑此次炎s 
© 以夕내 kD슨J향J 

731) 불신자들에게는 칼로 대항하고 위선자들에게는 웅변으로 대항하는 것이라「이브누 압바쓰 
」는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34) 

선지자는 4종류의 칼과 함께 보내어졌나니 
첫째 :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와 불신자들에 대항하는 칼과 
둘째 : 하나님과 내세를 부정하는 무신론자와 불신자들에 대항하는 칼과 
셋째 : 위선자들에 대항하는 칼과 
넷째 : 폭군에 대항하는 칼이다(알무크타싸르 15分2〉. 

2) 성전과 투쟁과 위협을 강화하라. 

74- 1) 위선자들 
2) 위선자들의 한 무리로 이들은 타북으로부터 돌아올때 선지자를 살해하려 음모하였는데 그 
들은 대략 10명쯤 되었다고 이브누 카씨르는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34). 

75- 1) 위선자들의 무리 

76- 1)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그들올 부유하게 하였을 때는 자선을 베풀지 아니하고 인색하였 
으며 성약을 위반하였고 하나님과 선지자에 순종하기를 거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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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이처럼 그들이 약속을 실천 
하지 아니하고 또한 거짓말을 하 
였으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위증을 하게끔 하시리라 

학썅起^桃^^ 

©성述聲에서匕仏 

78. 하나님은 그들이1》감추는 그 
들의 마음과 드러내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보이지 않는 모든 것 
도2》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느뇨 

임 ■反고；하 
©V劉 화^ 

79. 믿는자 가운데 자선을 베푸 
는 자선가와 노동 외에는 제공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롱 
을 보내는 위선자들이 있으매 하 
나님께서 그들을 조롱하사 그들에 
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있으리라 

80. 그대가 그들을 위해1》용서를 
구하였거나 그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던 또는 그들을 위 
해 일흔번이나 용서를 구한다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치 않으시니2》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 선지자를 
불신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거역 
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 하 
시니라 

쇼 홋잤 (I비必“화 K고“느여义 
고1화보요2 교J 라』 
식^55A써^^^ 

I义※쇼Si以싶%최의!고최I 

쌘化 爲以쌌I爲，幻■巡 

81. 성전에 임하지 아니했던 그 
들은 선지;다 뒤에 남아있는 것에 
기뻐하며1> 그들의 재산과 자신들 
로 하나님을 위해 성전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운데 출전하지 ©心흙방妙與 文i紙雜多 

78-1) 위선자들 
2) 인간의 오감으로 알 수 없는 모든 영역 

80- 1) 그대 무하마드가 위선자들을 위해 
2) 불신자를 위해 관용과 자비로 충만한 선지자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와 기원을 하지만 그들 

이 불신상태에 있올때는 효용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81- 1) 타북 원정에 출전하기를 거부하고 남아 있었던 위선자들은 기뻐하며 

班때運，M■■活■，在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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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 하였더라2> 일러가로되 지옥 
의 불길은 더욱 뜨겁노라 그런데 
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더라3> 

82. 그들로 하여금 잠시 웃게 하 
다가 그들이 얻은 것 만큼 크게 
울게 하리라1> 

83. 하나님께서 그대를 그들 가 
운데 한 무리에게 가게 하니1》그 
들은 그대로부터 출전시켜 주라 
허락을 구하였더라2> 일러가로되 
너희는 결코 나와 함께 출전할 수 
없을 것이며 너희는 또한 나와 함 
께 어떤 적에게도 성전하지 못하 
리라 너희는 처음에3> 남아 있을 
것을 기뻐했으니 반대하는 자들과 
남아 있으라 

84. 죽은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 
를 위해서 결코 예배해서는 아니 
되며 그의 무덤에 멈추어도 아니 
됨이라1ᅩ 실로 그들은 하나님과 선 
지자를 부정하면서 거역하는 자들 
로서 죽었노라 

2) 「타북」전투에 참가하지 아니했던 위선자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열사의 기후에서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라고 충동하였을 때 지옥의 불은 이 열사의 더위보다 더욱 강하 
고 무섭다는 것이 계시되고 있다. 

3) 본절은 불신의 3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출전하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는 일, 성전을 싫 
어하고 중오하는 일 그리고 타인으로 하여금 성전하지 못하도록 하는일《아부싸우드 286/2) 

82- 1) 현세의 삶은 짧은 것，그 안에서 그들이 원하는대로 세속적 욕망을 즐기며 웃으나 순간의 
현세가 끝나고 내세로 갔을 때 그들은 끊이지 않은 영원한 울음올 시작하여 계속하게 된다 
고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1於/2). 

83- 1) 타북원정 때 위선자들의 무리에게 하나님이 그대 무함마드를 보내었을 때 
2) 다른 원정에 출전시켜 달라 요청하였다. 

3) 타북원정에 나가는 것 

84- 1) 무슬림이 사망하였을 경우 고인을 위한 예배를 근행하고 장례식에도 참석한다. 장례식에 참 
석함으로써 얻올 수 있는 보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믿음으로 매장할 때까지 무슬림 장례식에 참석한 자는 2캐럿을 얻은 다옴 돌아오나니 각 
캐럿은 우흐드 만큼이나 크고 장례식 에배후에 돌아온자는 단지 1캐럿 밖에는 얻지 못하니 
라”(부카리). 또한 무덤을 방문하는 것도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불신자나 무신론자 그리고 
위선자의 무덤 방문은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이슬람의 생활규범 P.431-449 

참조). 

均取싫■應I於效 
©(疏• 

최逆起여 때■책邊 
與狀滿臟明-的혀※^썬 

& 步^切交考^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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期. 그들의 재산과 자손이 그대 

를 놀라게 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하나님은 현세에서 그것으로 인하 
여 그들에게 벌을 주실 것이라 그 
리하여 그들의 영혼은 사라지고 

1 그들은 불신자가 되니라 

책려物 與微然1故始^있 
©쇼淡弟到S裝^敗 

86.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와 함 
께 성전하라는 말씀이 계시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재산과 명예를 가 
진자들은 그대에게 우리를 남게 

^ 하여 주소서 우리는 앉아 있는 자 
| 들과 함께하리라고 말하더라 

ᄉ心J端的“與幽必敎以보1賊 
©⑯此與■峰꽤)W松1 

87. 그들은 여성들과 함께 남아 
있음을 기뻐하고1> 또한 그들의 마 

! 음이 봉하여져 있으니 그들은 이 
, 해하지 못하더라9 

“多; 녜획。성 
©C述敬쌌 :: 

88. 그러나 선지자와 그리고 그 
분과 함께 믿음을 가진자들은 그 
들의 재산과 생명으로 성전하니 
그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며 그 

；： 들에게는 번성함이 있으리라” 

난^ 次必나:馬껀상내 
웨 때，;내; 

©뼤쑈 

89.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 
에게 천국을 약속하였으니 밑으로 
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영생하리라 
그것이 바로 위대한 승리라 

쇼々次，^“此的 
뼈，빼 :: 

90. 아랍의 사막에서 거주하는 
1 사람중에 구실을 삼고 찾아와 그 
들을 위해 허락되기를 바라며1ᅩ 하 

1 

87-1) r칼라리프』는「칼리과」의 복수로 이 단어를 여성으로 볼 때는 타북전쟁시 출전하지 아니하 
1 고 집에 남아 있었던 여성들을 의미하나 여기서는 그 여성들은 물론 출전하지 못한 환자들 
율 및 노인들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38). 1 

2) 지하드가 무엇이며 선지자에게 순종함으로써 오는 기쁨과 행복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J 
j 거역함으로써 그들에게 있을 불행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더라. 1 

88-1) 현세에서는 승리와 전리품을 얻는 은혜로 내세에서는 영원한 천국의 은혜라. 

90-1) 타북원정에 출전하지 아니하고 남아 있도록 허락하여 줄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도『아싸드j 1 

_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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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과 선지자를 불신하며 남아있 
으니 그들 중 불신하는 자들에게 
는 고통스러운 벌이 있으리라2》 

91. 연약한 자나 병든 자 그리고 
증여할 것이 없는 자들이 남아 있 
음은 죄악이 아니거늘1》이는 그들 
이 하나님과 선지자께 충실함이라 
하나님의 길에서 선을 행하는 자 
들에게 비난할 이유가 없거늘 하 
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 하심 
이라 

92. 그들이 그대에게 찾아와 타 
고 갈 것을 구하나 너희가 타고 
갈 것이 내게 없음이라 말할 때 
그들은 돌아서며 슬픈 눈물을 흘 
리더라1} 그들은 제공할 것이 없었 
기 때문이라2ᅭ 

93. 실로 부유하면서도 남아있겠 
다고 그대에게 요구하는 그들이 
비난을 받아야 되나니1> 그들은 여 
성들과 함께 남아 있음을 기뻐하 
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을 봉하셨으니 그들은 알지 못할 
뿐이라 

94. 너희가 그들에게 돌아갔을 

ᆻI보피^ 띠此^此나於 ©j，고 
^ 요낮남Ji 그징X교之나今S남 

-fi以셨◎알ᄌ心多삶^ 

시S 必;公A潮能 i 以必炎 

© 6]생잇;사-했— 

"않必; 김紅소2낸K)券我 
多쑈料別여서혀^ 與 

©리父多나多호3 

상抄。써오화效與i述與 

와 나f뜨판」은 부양할 가족이 많다는 핑계로 출전하기를 싫어하였다고 바이타위는 풀이하 
고 있다(알바이돠위 230). 

2) 현세에서는 살생되거나 포로가 될 것이며 내세에서는 지옥이라 

91- 1) 노인이나 환자는 출전하지 아니해도 죄악이 아니며 지하드를 위한 자선 할 능력이 없는 사 
람이 자선을 하지 않는 것도 죄악이 아니다. 

92- 1) 이 절은 남아 있으면서 선지자와 함께 전쟁에 임하려 원했던 그들에게 계시된 것이다. 7명 
의 r안사르」가 선지자에게 다가와 “전쟁에 임하기로 결심하였으니 당신과 함께 저희도 태 
워 데려가 주소서”라고 하였으나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길, **그대들을 태워갈 것들(짐승)이 
없느니라”라고 대답하자 그들은 돌아서 눈물을 흘렸다(알바이와위 230). 

2) 그들에게는 전쟁을 위해 재물을 바칠 것이 없었고 선지자에게는 그들을 태워갈 것들이 없 
었기 때문에 참전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죄악이 없다는 것으로 본다. 

931) 지하드에 출전할 신체적 능력이 충분하면서도 구실을 대고 지하드를 위해 재물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이를 싫어하는 이들이 곧 죄인들이라는 뜻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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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1ᄉ 그들은 너희에게 변명하니 일 
러가로되 변명치 말라 우리는 너 
회를 믿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희의 소식을2> 알 
려주셨으며 하나님과 선지자는 너 
회의 일을 지켜보시니라 그런후 
너희는 보이지 아니한 세계와 보 
이는 세계를 알고 계신 그분에게 
로3) 돌아갈 것이니 그분은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리라 

95. 그들은1》너희에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나 너희가 그들에게 
돌아갔을 때2》그들을 홀로 두게 
하라 또한 그들을 그대로 두라3> 

그들은 불결하나니 그들의 주거지 
는 지옥이며 그들이 얻은 것에 대 
한 보상이라 

96. 그들이 너희에게 맹세하매 
너희가 그들과 함께 기뻐하나 그 
러나 너희가 그들과 함께 기뻐할 
지라도 하나님은 거역하는 백성들 
을 좋아하지 아니하시노라 

97. 사막 유목민도 믿지 아니함 
과 위선함이 더하여 하나님이 선 
지자에게 계시한 범주를 알지 못하 
는 문맹인 이었더라 그러나 하나님 
은 아심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98. 사막 유목민 가운데는 그들 
이 지불하는 것을13 벌금으로 생각 

夕成域。故此합$섰。多여외경 

흙다表衣^必與ᄌ 
대盤^;UiG、；與샀均^與 

此 닻^^3(^4 
© &3名장 (초스윳왯 

피與^ 好선이逆 r 
©以썅拙;허^ 

。洋义j 匕士左파UC네以 O 매닌느; 

941) “너희가 그들에게 돌아왔을 때”의 의미는「타북」전쟁을 마치고 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꺼려 
하고 거절했던 이들이 남아 있던 곳으로 돌아왔을 때를 가르킨다. 

2) 너희 마음속에 있는 양심과 위선 
3) 하나님 

95-1) 위선자들 
2) 타북원정에서 돌아왔을 때 
3) 말하지 말고 인사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알라지 1與/16). 

98-1) 그들이 지불하는 것은 이슬람에서 규정한 자선금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당연히 내야 
할 자선금을 벌금이나 또는 하나님의 부담으로 생각한다면 이미 그들은 미덕을 잃은 것이 
다. 



■최고s>여 하는 이들이 있어 그들은 너희에 
게 재앙이 있기를 원함이라 그러 
나 재앙은 그들 위에 있으리니 하 
나님은 모든 것올 들으시고 아시 
기 때문이라 

99. 유목민 가운데는 하나님과 
내세를 믿어 그들이 바친 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하고 그것으 
로 선지자의 기도를 원하는 이들 
이 있나니 그것은 곧 그들에게 가 
까이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그 
분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 하 
심이라1> 

100. 선구자였던 무하지린과 안 
사르들과 선행으로 그들을 따랐던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로 
기뻐하시고 그들은 또한 그분을 
기쁘게 하였으니 그분은 그들에게 
천국을 준비하사 강이 흐르는 그 
곳에서 영생케 하시니 그것이 위 
대한 승리라1> 

101. 너희 주변의 아랍 유목민 
가운데는 위선자*가 있으며 메디나 
주민의 일부도 마찬가지나1> 그들 
은 견고한 위선자들임을 너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그들을 알 

녕《육 (노益 仏너와‘뇨 
3미^I 먼^於狀선5與 法^ 
效#a此必나次必넣방I 

©公福逆必 

■4比%，래(널劉 떠 

썅취 c매도於以離 
©速의 

化;^.»多我P、 
©써功»多#꽤與淡災 

效-1)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 그것은 마치 태양이 언제나 빛나고 있는 것과 
갈다. 그러나 인간이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이려 준비했을 때 인간은 충만한 기쁨과 은해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은 또한 그늘에 있던 사람이 준비하고 노력하여 밖으로 나갔을 때 끝없 
이 빛나는 태양빛을 만끽하는 것과도 갈다. 

100- 1) 이슬람의 선구자는 곧 하나님의 목적올 위해 수고하고 고생하되 두려워 하지 아니한 사람 
들로 무하지린과 안사르가 그 대표적 모범이다. 무하지린은 고향과 재산을 버리고「메카j 

를 떠나「메디나』로 이주한「메카ᅱ 주민들을 일컫과 r안사르」는 이 무하지린들을 즐거이 

맞아 지원을 아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동사회를 구성하는데 적극적 도움을 아 
끼자 아니한 f메디나」주민들올 일컫는다. 

101- D 메디나에 살고 있던 위선자들 가운데는「이브누 쓸룰_! 과 r잘라쓰』및「아부 아미르 라히 
브j 가 그 대표적이라고「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이브누 알자우지 
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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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노라 그리하여 그들에게 두 
차례 벌을 내리리니2> 그들은 가혹 
한 벌을 받게 되리라3> 

102. 그들 가운데 다른 주민은” 

그들의 죄악을 인식하며 선행과 
악행을 혼합하였으니 아마도2> 하 
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리라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 
기 때문이라 

103. 그들 재산 중에서 자선금을1> 
받으라 그로하여 너희는 그들을 
정화하고 순화하며 그들을 대신하 
여 예배하라 실로 그대의 예배는 
그들을 위한 평안함이 되리니2》하 
나님은 들으시고 아심으로 충만하 
시니라 

104. 하나님은 종복의 회개함을 
수락하고 자선금을 수락하는 것을 
그들은1》알지 못하느뇨 실로 하나 
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105. 실천하라 일러가로되 하나 
님도 선지자와 믿는 사람들이 너 
회의1> 하는 일을 지켜 보심이라 
그런후 너회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에 
게 돌아가리니 그분은 너희가 행 
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시니라 

_방태후;^逆細펴 
@ 호9致多내bl 정多흙<수장it效>1나그 

接。체必，起그;典故次 

技머라향 
© 到必到多입혀 S 一그)I 

k폐;‘■화^수다0安 
與I■다 

@ 드갖送 

2) 현세에서는 살생과 포로가 되고 임종할 때는 무덤에서 받게 될 2가지 종류의 벌 
3) 그런다음 내세에서 지옥의 벌을 

102- 1) 믿음이 약하여 타북원정 때 무슬림으로서 해야 할 의무률 다하지 못했던 무슬림들의 회개 
로 f라지」는 풀이하고 있다(라지 174/16). 

2) 꾸란에 언급된 아싸CAsaa》는 모두 의무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 것이라는 
뜻이다. 아랍인이 사용하는 언어에서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알 
따브리 12/11). 

103- 1) 이슬람의 생활규범 於97참조. 

2) 싸카눈 : 이브누 압바쓰는 은혜로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45). 

104- 1) 회개하는 이들 

105-1) 그들은「카압 이브누 말리크」，「마라라 이브누 라비으」，「힐랄 이븐 움미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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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거기에는 아직 하나님의 명 
령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으니 그 
들 위에 벌이 아니면 관용이라 실 
로 하나님은 아심과 지혜로 충만 
하심이라 

107. 하나의 사원을1ᅭ 세워 해악 
과 불신을 조성하고 믿는 신도들 
을 이간시켜 하나님과 선지자에 
대항하려하는 자들이 맹세하여 말 
하길 우리는 선행 외에는 다른 의 
도가 없다고 말하나 하나님이 지 
켜보사 실로 그들은 거짓하는 자 
들이라 

108. 그러하매 그곳에 결코 서있 
지 말라1> 실로 첫째날 정의로 세 
워진 사원에2> 너희가 서 있을 가 
치가 있나니 그 안에는 순화하고 
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 실 
로 하나님은 순화하는 자들올 사 
랑 하심이라 

109.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의 영광을 위해 사원을 세운 분에 
게 은혜가 더함인가 아니면 부스 
러진 그리고 파괴된 낭간에 집을 
지은 자에게 더함이뇨 실로 그것 

©좌5炎技、; 

생^^此玄版% 

©公갖公文f多과l 

:gj版，次긔워 i此a갰的 

災탄 ☆松‘i乂域以於T 

©i⑷나々5 技I:노乂도炎 

으로 서둘러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이라「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아부 싸우드 
295/2). 

107- 1) 44하나의 사원”은 위선자들이 지은 사원으로「마쓰지드 디라르j 곧 해악의 사원으로 불리 
워지고 있다.「꾸바」는 메디나 중심부로 부터 남동쪽으로 약 3마일 거리에 있는 마디나 
외곽에 자리잡고 있다. 선지자께서 헤즈라로 메디나에 처음 도착하였을 때 선지자는 메디 
나에 입성하기전 4일을「꾸바」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마쓰지드 따끄와” 즉 경건한 사원 
이라 불리우는 최초의 사원이 이곳에 세워지게 되었는데 선지자께서는 자주 이곳에 들리 
곤 하였다. 이때「바니 가남」부족 가운데서 위선자들이「꾸마」에 사원 하나를 세워 이슬 
람이 발전하는 것처럼 하게 하며 다른 음모를 꾸미려 하였다. 실로 이 위선자들은 가장 유 
명한 이슬람의 적인「아부 아미르」족과 동맹을 맺고 있었으며，이 부족은「우흐드」전투 
시 이슬람에 대항하여 싸운 적이다. 이들은 헤즈라 9년「후나인」전쟁후 시리아에 남아 있 
었다. 

108- 1) 무함마드여 그 안에서 결코 예배를 근행하지 말라 그곳은 위선으로 세워진 위선자들을 위 
한 것이라. 

2) 첫째날이란 선지자가 메카로부터 메디나로 이주하여 도착한 첫째날을 의미하고 정의로 세 
워진 사원은 선지자께서 몸소 건립한 꾸바 사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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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수워져 불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니 하나님은 우매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노라 

110. 그들이 세운 집은 그들의 
마음이 산산조각 될때까지 그들 
마음속에 불안한 씨앗으로 계속 
머물러 있으리니 실로 하나님은 
아심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n 

111. 하나님은 믿는자 가운데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재산을 사 
시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 
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성 
전하고 투쟁하며 또 순교하리니 
그것은 구약과 신약과 꾸란에 약 
속된 것이라 하나님보다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 누구이뇨 너희 
가 하나님과 성약한 것에 기뻐하 
라 그것이 영광된 승리라” 

112. 승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의 것이요 경배하는 자의 것이 
며 감사하고 단식하는 자의 것이 
며 허리굽혀 예배하는 자의 것이 
요 의무사항을 실천하고 금기한 
것을 멀리하는 자의 것이며 하나 

勤其的必私3應 

갗以乂나^ [ii今女말혀!i갗 6V 
(되창;。혹i法“4피고;성今의 

1技 고I 占야 技^ ^ 님J성나 
© 炎k 

1 쇼자래 리식Jl (I);쇼^ 

&려최犯쇼—닉 
街分나과 i與化 

110- 1) 인간의 마음은 소망의 안식처요 또한 두려움이 거하는 곳이다. 곧 인간의 정신과 윤리 그 
리고 영혼의 반석이 곧 마음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반석이 불안한 모래성 위에 세워진 것 
이라면 그것은 곧 산산조각이 되어 평온함을 잃어버린 채 두려움과 미신으로 혼들리게 됨 
으로써 인간의 영적생활이 무너짐과 동시에 현실적 생활도 붕괴되게 된다.「하디쓰」에 “그 
곳이 건전할때 전체가 건전하며 그곳이 병들때 전체가 병드나니 그것은 곧 마음 이니라”라 
는 교훈도 이 절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111- 1) 인간과 인간과의 물질 거래에서 구매자가 구입함으로써 얻는 것이 있고 판매자는 그것을 
팔아서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 진다. 인간과 신의 영적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도 같은 원리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인간의 의지와 영혼과 재산을 바쳤을 때 그 
댓가로 창조주는 영원한 기쁨을 부여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투쟁하고 하나님 
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현세에서 인간이 바친 모든 것은 영원한 구원과 최고의 소망을 
얻기 위해 과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이다. 이 원리는「꾸란』에서는 물론 모 
세의 율법인 구약과 예수의 복음인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슬람의 구원론에서는 이 
사실 외에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여 사람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는 것, 즉 그분의 유혈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독교 사관의 구원론이 배제 
되고 있다. 

被^빼^^^^^^醜^^致^빼，■效■，，■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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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범주를 지키는 자1》그리고 
? 신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들의 
것이니라 

113.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지 
옥의 거주자가 됨이 분명한 후에 
는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선 
지자와 믿는 이들이 그들을 위해 
용서를 구원하는 것은 합당치 아 

:: 니함이라1> 

!] 수多。!⑪哲父1、(도^令多i 6 寒ᄃ 
s나5 在 

©세에雄씼巡此 

114. 이전에 아브라함은 그의 아 
버지를ᄇ 위해 용서를 기원했으나 
이는 그가 아버지에게 약속이 있 
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아버지가 
하나님에 거역하고 있음이 분명했 
을 때 그는2> 아버지를 의절했으니 
실로 아브라함은 마음이 온순하여 
슬픔을 억제하였더라 

與技■교成如雜篇 
©其대淡述風 

115. 하나님이 인도하신 후에는 
방황케하지 아니 하시며 그들이 
멀리 해야 할 것을 그들에게 설명 
하심이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 

{ 을 알고 계시니라1> 

其必고料썅 J놘切 以巧 
伊^쑈跡^犯；쇠죄 

©상 

116. 실로 천지가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어 생명을 주시고 또 앗아 
가시니 하나님 외에는 보호자도 
원조자도 없노라 

난*“七*。슝於I;구;섰소江幻 즈 kii 

©고巧계보，최양;효以;M 匕; 

I 117. 예언자와]) 무하지린과 고 
:: 

S 

i했以典必매여고 :: 

J 112-1) 하나님의 율법 모두를 준수하며 금기된 것을 단념하는 자 

J 113-1) r아비 딸립」에게 계시된 절로 해석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50). 

114-1) 그의 아버지 r아자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제6장 74절 및 19장 47절 참조). 

! 2) 아브라함 

； 115-1) 불신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무슬림들의 기도에 계시된 절로 그들을 위안하는 절 
1 이다(알타쓰힐 沒此、 , 

； 117-1) 전투에 출전 하지 아니하려 했던 위선자들을 위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했던 예언자에게 
1 관용을 베풀었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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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의 시기2》에 그를 따랐던 안사리 
주민들에게 3) 하나님은 관용을 베 
푸셨도다 그들 가운데 무리의 마 
음들이 이탈한 후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 실로 
그분은 그들을 위한 자비와 사랑 
으로 충만하심이라 

118. 역시 남아있는 세 사람1>에 
게도 관용이 베풀어졌더라 이때는 
넓다란 지구가 그들을 압박하였으 
니 그로 인하여 그들의 영혼도 고 
충스러웠으니 하나님 외에는 피난 
처가 없음이라 생각하였으니 하나 
님은 그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셨도다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119. 믿는자들이여 하나님을 경 
외하몌ᅭ 항상 정직한 자들과 함께 
하라 

120. 메디나 주민들과 그들 주변 
의 아랍 유목민들이 선지자의 따 
룸을 거절하고n 그분 보다는 그들 
자신들에 대한 삶을 선택함은 옳 
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을 위해서 아무런 갈증도 피곤함 
도 굶주림의 고난을 당하지 아니 
했기 때문이라 그들은 또한 불신 
자들을 성내게 하는 길도 걸어보 
지 아니했으며 적으로부터 어떤 
손상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 
러나 하나님은 선행을 실천하는 
이들의 보상이 헛되이 되도록 두 
지 아니하노라 

2) 가장 더운 열사의 시기에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부족했던 어려운 시기 
3) 타북 전투에서 다소간 실수와 오류를 저질렀던 무하지린들과 안사리들에게 관용올 베풀었 

고， 

118- 1) 남아있던 세 사람은「타북」원정 때 참전하지 못하고 남아 있었던「카압」과 1■힐랄」과「마 
라라j 를 말한다(알따브리 5公11). 

119- 1) 하나님을 섬기되 양심과 의도와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하여 

120- 1) 선지자를 따라 타북 원정에 출전하기를 거절하였고 

ᄂ☆如며乂U4 씼3收々 
쳇_6단多;^^必步起r炎 

(i) 公^다 

谷&고以;넓匕료《스^紅) 

■화义 여:，셌攻必。切쨋 
©其身“쉬P 必 입 

® (yjS 此”색 ^ 

;스네兵5 占점책!리 

ᆻ敬依 처J화 a) v多 
폐; 細，갔必明 

々셌셨넷聲參느《섶의&潮 

蟲례部^ 物疏^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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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그들은 자선도 하지 아니했 
| 으며 적던 크던 그들이 바친 자선 
S 과 계곡을 가로질렀던 일들이 그 
j 들을 위해 기록되나니 하나님은 
3 그들이 행하였던 것 중 가장 좋은 
I 것으로 그들에게 보상을 하시니라 
1 1) 

피史紀께！^빼述 ! 
뱐당匕 p 此 多왜"; 

122. 신앙인 모두가 전투에 나가 
서는 아니 되나니 그들 가운데 일 
부만 출전하고 일부는 남아 신앙 
과 학업에 열중케 하여 그들이 돌 

| 아올 때 그들 백성에게 충고하며 
1 그들 스스로 경각토록 하라 하였 
| 느니라1> 

券。逆ii於爲 1]段;^傾《 
必、與; 必J 成회江與고接 

©述炎;抑셰，述 

123. 믿는자들이여 너희 가까이 
! 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투쟁하고 
^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엄함을 알 

게하라 하나님은 항상 정의로운 
자들과 함께 하시니라 

光 G ᅫ^미혀公:，效: 
때到향/백炎山때i效1 ' 

©쇼與 

124. 말씀이1ᅩ 계시될 때마다 그 
들 중의 일부는 말하길2> 너희 가 
운데 누가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믿음이 더하여 졌느뇨 라고 말하 

i 였으나 믿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 
이 더하여 기쁨을 누렸더라 

必端 t;섟以必해년내私V신i 

三 121-1) 그들이 실천한 일이 좋은 일이었다면 더 좋은 것으로 보상되나니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보상을 선택 하였다고「알울루씨」는 해석 하고 있다(루흐 알마아니 47/11). 

I 122-1) 전쟁이 불가피할 때 이맘의 지휘아래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말살 
하는 전쟁은 영광스러울 수 없다. 전쟁에 참가하지 아니한 여성들과 장래를 이끌어 갈 어 
린이들을 돌보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일부는 남아서 가르치고 지도해야 한다. 가르치 
는 스승과 배우는 학생은 곧 지하드의 군인이기 때문이다. 지하드란 인간과 우주 만물을 

3 창조한 조물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불신자와 공격자에 대항하여 싸우는 성전을 의 
미한다. 하디쓰에서는 지하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너희가 성전하라 부 

1 룸을 받았을 경우 그 부름에 옹하라” 

124-1) 꾸란의 절 
! 2) 위선자들 가운데 무리가 조롱하여 말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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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병든 
자들은1> 불결함을 더하니2> 그들 
은 불신으로 멸망할 것이라 

126. 그들은 그들이 매년 한 두 
번 시험받고 있음올 알고 있으면 
서도u 그들은 회개도 아니하고 주 
의도 아니하더라 

127. 말씀이 계시될 때마다 서로 
가 서로에게 쳐다보며 말하길1> 누 
가2> 너희를 보고 있느뇨 라고 하 
면서 사라지매 하나님께서는 그들 
의 마음을 앗아갔으니 그들은 이 
해하지 못하는 무리였기 때문이라 

128.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서” 

한 선지자가 너희에게 오셨으니 
너회가 멸망함은 그분에게 슬픔이 
라 그분은 항상 너회를 염려하시 
어 믿는 신도들에게 천절하고 자■ 
비를 베푸시니라 

129. 만일 그들이 돌아선다면1J 
일러가로되 내게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니라2> 그분 외에는 신이 없 
으며3> 나는 가장 높은 권자에 계 

시는 그분에게 의탁함이라 

匕、災갠s 쇼^切炎’쇼衣넜收七 

야i以걋版m샜此고 5내 

必與物 6义호必分피^次도 

炎#ᄍ G■것策졌 

© 么5든各;^ 은숏以Vi起도 J4우겨^ᄃ 

“必免015敬 P與必생 
0 씨녀 起炎 必^ 

125- 1)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위선으로 그들의 마음이 병든 자들 
2) 위선에 위선을 더하고 불신에 불신을 더하여 

126- 1) 1년에 한 두차례 그들에게 계시가 내려 그들의 양심과 위선을 들추어 내는데도 

127- 1) 꾸란이 계시되어 위선자들의 양심과 위선을 들추어내니 선지자와 자리를 같이하고 있던 
이들 위선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처다보며 말하길 

2) 무슬림 가운데 어느 누구가 

1我-1) 아랍백성 중 꾸라이쉬 부족 중에서 

129-1) 그대 무함마드를 선지자로 믿지 아니하고 불신한다면 
2) 하나님 그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 하지 아니 하니라, 
3)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경배 받을 자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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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장 유누스 

「요나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109절로 창조주의 존재，성서들, 선지 
자들，내세 및 부활에 관한 이슬람의 원리가 언급되고 있다. 1〜20절 
에서는 하나님의 영혼이 계시로써 인간을 통하여 기적과 같이 아름답 
게 작용하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계시받으며 우주의 섭리를 
고찰하면서 창조주의 섭리와 교훈을 얻게 된다. 

21~40절에서는 인간이 접하는 모든 선과 아름다움은 곧 창조주로 
부터 오는 것인데도 인간은 눈이 어두워 이해를 못하고 있음을 계시 
하고 있고，41 〜70절에서는 창조주를 제외한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도래 하였으므로 종국에는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창조주에게로 귀의 
한다는 말씀을, 71 〜92절에서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말씀을 계시 
하였으나 노아의 백성들은 이를 거역하여 멸망하였고 또 모세를 통하 
여 파라오 백성에게 말씀이 있었으나 파라오는 거만을 피워 멸망하였 
다. 요나의 백성들은 서둘러 회개하였으므로 그 백성들은 구제되었는 

데，그래서 본장은 요나, 아랍어로는「유누스」장이라 불리워지게 되 
었대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57). 



제 10 장 

자비로우시고 자에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알리프 람 라1> 이것들은 지혜 
로운 성전의 말씀들이라2> 

2. 하나님이 그들중 한 사람에게 
계시를 내리어 백성들에게 경고하 
도록 한 것이 그들을 놀라게 하였 
단 말이뇨1>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 
을 전하라 그들은 주님 앞에서 높 
은 진리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노 
라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것을 분 
명한 마술이라고 말하더라2> 

3. 너희 주님 하나님은 육일 동 
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권좌로 
올라 만물을 주관하시더라 그분의 
허락없이는 중재자가 없으니 그분 
이 하나님이요 너희 주님이라 그 
분올 경배하라 그래도 너회는 상 
기하지 않느뇨 

4. 너희 모두는 그분에게 귀의하 
니1>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분 
은 창조를 개시하고 그런 다음 그 
것을 반복하사2> 믿음으로 선올 행 
하는 자에게 공정한 보상이 있게 

Q異요보I다!나多I고，:으 

넸생고년 

나料학等u反攻！)얽 
與域각必‘巧겠 ■과쟁以 

셋i강호i冗多II 

與起以넜一겨，一切接他 
rdr? 힛一^^!^ 양 

® 心身;效，、公般此雄被。 

多與쇼成쒔故々必다與必破 
생V여 ■起抄起 

與，物從사G어고섰聲在與 
®u;그聲: 

1- 1) 창조주만이 알 수 있는 신비적 상징 또는 기적의 하나로 이해된다. 

2) 이것은 의혹이나 거짓이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창조주의 말씀 꾸란이라. 

2- 1) 메카 꾸라이쉬 백성중에 무함마드를 선택하여 말씀올 계시하고 경고하여 복음올 전하도록 
한 것이 메카 백성들을 놀라고 당황하게 하였단 말이뇨? 

2) 하나님께서 무함마드를 선지자로 선택하였을 때 불신자들은 이를 비난할 뿐만 아니라 부정 
하면서 말하길，: “가장 위대한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그분의 선지자로 택한단 말이뇨? 하나 
님은 고아 외에는 그분의 선지자로 보낼 사람이 없단 말이뇨?” 라고 하자 본절이 계시된 것 
으로 풀이되고 있다(알꾸르뚜비 30分8). 

4-1) 부활의 날 모든 인간은 만물올 창조한 하나님께로 귀의하니 
2) 처음에 창조를 개시했던 것처럼 그렇게 반복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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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며 불신자들에겐 이글거리는 
물을 마시게 하니 이것은 그들이 
불신한 것에 대한 고통스러운 징 
벌이라 

5. 그분께서 태양을 빛나게 하고 
그것으로 달은 빛을 비추며 름 
답게 하사 일년의 날과 계산을 알 
게 하시도다1>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리로 창조하시어 이성이 있는 
백성에게 말씀을 설명하시더라 

6. 실로 낮과 밤을 달리한 것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도 그 
분을 공경하는 자들을 위한 예증 
이라 

7.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치 아니 
하고 현세에 만족하여 그곳으로 
평안하려 하는자는 그분의 징표에 
무관심하는 자들이라 

8. 그럼으로 불지옥이 그들의 거 
주지가 되리니 그것은 그들이 얻 
은 것에 대한 대가라 

9.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한 
자 주님이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 
여 그들을 인도하시니 강이 흐르 
는 고요한 천국으로 보상하리라 

10. 그곳에서 그들이 기원하니 
주여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소서 
그곳에서 그들이 인사하니 평화가 
있으소세>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기도에서 온 세상의 주님이신 하 
나님께 찬미를 드리나이다 하더라 

5-D 태양력과 태음력을 계산하여 날과 주일 그리고 달과 해를 알게하는 계산 

10-1) 천사가 믿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듯 “당신들에 게 평안이 있으소서 라고 인사하며 각각의 문 

0쌌技後!섶과災^I多 
熟4雄物與々대;以此 S後I 

■其 

上^丈난成 
© 6획^^%^또在沙; 

與;e 松路헸立산겠 
© 比(5년々!多며; 

©G起映 W했必此의나 

;多;；스쇼k와상！부 ;!식 亡는교 I 必느 
© ^ 々往회나致知!多노典起i 

생쑈想;終데빠쌌저 
© (1^4내 ^ ▲뇌니 



11. 사람들이 행운을 서둘러 바 
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서둘렀다면 그들의 운명은 
끝났으리라1> 그러나 하나님을 만 
나려 하지 아니한 그들에게는 그 
들의 죄악대로 그들을 방황케 하 
여 고난을 주리라 

12. 인간에게 시련이1ᅭ 있을 때는 
기대어 또는 앉아서 또는 서서 하 
나님께 구원하더라 하나님이 그로 
부터 시련을 구제했을 때 그는 그 
에게 있었던 시련을 하나님께 구 
원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가버리니 
불신자들의 행동은 그들의 면전에 
서 그럴듯 보일 뿐이라 

13. 하나님은 너희 이전의 세대 
를 멸망케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우매한 짓을 했을 때라 그들의 선 
지자들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르 
렀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더라1》 
이처럼 하나님은 죄지은 그들에게 
보상하니라 

14. 그후 하나님은 너희를 지상 
의 상속인으로 하였으니 너희가 
어떻게 행동함을 보리라1> 

# 爲빼#내 

三내^ 梅以匕쳇灰PS1S 
公比送:四s 

© 드炎최^匕 必^성요;^ 

方及;務，然故⑬ ■! 교 
1多년=» 匕; 

©瓦與향I 

<돼화;今々。。⑶1(主〔후깃i우갗 

11- D 회개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죽음을 유예시킨 것이라고「따 브리」는 해석하고 있으며(알따브 
리 91/11) 한편 다른 해설가들은 메카 불신자들에게 계시된 절이라 풀이하고 있다. 메카 불 
신자들이 말하길，“하나님이여! 이것이 진정 당신으로부터 온 진리라면 우리에게 하늘로부 
터 돌비를 내려보소서n 

12- 1) 병이나 가난 등 모든 종류의 시련과 고난 

13- 1) 멸망한 것은 죄악과 창조주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14-1) 본절은 최초 꾸라이쉬족을 일컫는 것으로 이들은「아드」나「사무드」족이 창조주에게 거역 
했던 것처럼 꾸라이쉬족도 마찬가지로 창조주에 대하여 거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계 
시는 꾸라이쉬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된다.「하룬 라쉬드」시대의 
압바스 통치때나 스페인과 터키에서의 무슬림통치 때도 그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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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낭송될 때 그분과의 만남을 원치 
아니한 자들이 말하길 이것 외에 

? 다른 것을 낭송하시요1> 아니면 이 
것을 바꾸라2> 말하니 일러가로되 
내 스스로 내가 그것을3> 바꿀 수 
없으며 나는 내게 계시된 것만을 
따를 뿐이라 만일 내가 주님께 거 

역한다면 무서운 벌이 있음을 두 
려워 하니라 

致^⑶외必잃교나此.浪 
벤싶的샜⑩흙功^ 

교쟌도逆라士I必賊免 

16. 일러가로되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나는 너희에게 그것을 

! 낭송하지 아니 했으리라D 또한 그 
■ 분은 그것을 너희에게 알리려 하 

지도 아니 하였으리라 내가 너희 
S 와 함께 얼마나 체류하였는지 너 

회는 알지 못하느뇨 

接、炎S1 攻，밸C激松收 

빚占公笑卜의 

17.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하고 
그분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보다 

1 사악한 자 누구이뇨 실로 죄인들 
은 번성하지 못하리라 

섟V◊繼賊必多너겠必與T 次 

18. 그들은 하나님 외의 다른 것 
i 을1> 숭배하나니 이것들은^ 해치 

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도움도 주 
지 못하니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1 서 말하길 이들은 우리의 중재자 
f 

꽤攻빼匕共公;※S 
6향必犯此授松내)始5 

15-1) 꾸란 외에 다른 것을 낭송하시오. 즉 우리의 신들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꿈을 조 
1 롱하지 아니하는 다른 책을 읽으시오 

2) 응벌의 단어를 은혜로，우리의 신들을 비난하는 곳에 극찬하는 영광의 단어로, 금기하는 곳 
에 허락이란 어휘로 대체하라. 이절은 메카 불신자들에게 계시된 절로써 이들이 말하길, : 

I “무함마드여! 꾸란말고 우리가 지키는 다른 것을 낭송하라”고 하였을 때 계시된 것이라고 
3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알바흐르 131/5》. 
! 3) 하나님의 말씀 1 

I 16-1) 꾸란을 낭송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왜냐하면 꾸란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1 된 것이요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 2) 얼마간 체류하였다는 것은 선지자 무함마드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창조주 말씀을 전달받 
3 기 이전 40년간을 의미한다. 

18-1) 무생물의 우상들 
j 2) 우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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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라 일러가로되 너희는 천지에 
있는 것 중 그분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 말할 수 있 
느뇨 그분을 칭송하라 그분은 그 
들이 숭배하는 것 위에 계시니라 

19. 인간은 최초에 하나의 공동 
체였으나1ᅭ 후에 그들이 스스로 갈 
라졌더라 만일 그대의 주님으로 
부터 말씀이 없었더라면 그들의 
갈라짐으로 인하여 그들 사이에 
판결이 있었으리라 

20. 이때 그들이1> 주님으로부터 
그대에게 예증이 없느뇨2) 라고 말 
하니 일러가로되 실로 보이지 않 
는 것은 하나님께 있나니 기다리 
라 실로 나도 너희와 함께 기다리 
고 있노라 

21. 또한 그들에게1》고난이 있었 
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음이라2> 그러나 그들이 말 
씀에 음모하니3> 일러가로되 하나 

©뼈J吹伴떠 

했夕빠야니T냔吸 JA쇳 16망^ 
成t立와께향。的:행 

©述與 

표切其썬以 Oi的；3 성述 
々激_、此接31 於此성 

勞鄭應必於A版처技Si 能 
©.IT®銳썼換棟接以起始 

19- 1) 아담에서부터 노아 때까지는 하나의 공동체 즉 하나의 종교 곧 이슬람의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하여오다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종교와 공동체가 파생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서 신은 선지자들을 세상에 보내매 복음의 전달과 동시에 경고자로서 보 
내게 된 것이다 .본장에서 u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의 날까지 연기하여 줌으로써 회 
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인간이 갖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풀이된다. 

아담과 노아 사이의 연대는 10세기 이상이었으며 이 10세기 동안은 모두가 하나님 한분만 
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이슬람이었으나 그후 우상을 숭배하면서부터 서로가 견해를 달리하 
게 되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경고자로써 그리고 복음의 전달자로서 보내게 되었다고 이 
브누 압바쓰는 덧붙이고 있다(알무크타싸르 188/2). 

20- 1) 불신자들 
2) 그전 예언자들에게 있었던 암낙타나 지광이 또는 모세 손에서 일어났던 기적갈은 것이 그 
대 무함마드에게는 일어나지 않느뇨? 

21- 1) 메카의 불신자들. 

2) 하나님께서는 7년동안 그들 불신자들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함으로써 기아상태에서 멸망할 
시기애까지 이르렀다. 이때 그들은 믿음을 약속하고 선지자 무함마드로 하여금 그들에게 비 
를 내리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비를 내리게 하여 그들을 기아 
의 멸망으로부터 구하니 그들은 다시 창조주를 불신하기 시작하였다고 전하여 지고 있다. 

3) 조롱하고 거짓하니 



님은 보다 빠르신 계획자이시며4》 
그분의 선지자들이5》그들이 음모 
하는 것들을 기록함이라 

22. 너희로 하여금 육지와 바다 
를 건너게 하는 분이 그분이시라u 
이는 너희가 바다에서 순풍을 타 
고 항해하며 그것으로 기뻐하였으 
며 그후 폭풍우가 오고 파도가 모 
든 곳에서 일어나 그들이 전복되 
리라 생각될 때는 하나님께 구원 
하며 만일 당신이 저희를 구하여 
주신다면 저희는 진실로 감사 하 
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23. 그들을 구제하였을 때 보라 
그들은 다시 거역하며 지상에서 
욕되게 하더라 백성들이여 이는 
현세의 환희에 불과하니 너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때1> 너회에 
게 너희가 행한 것들을 상기시켜 
주리라 

24. 현세의 삶을 비유하매 그것 
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게한 
물과 같으니 그것으로 배합하여 
채소를 일구매 사람과 동물이 먹 
어 사라지는 것과 갈으나 그들은 
그것으로 유용함이라 생각하고 있 
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밤 
이나 혹은 낮에 멸망케 하여 어제 
가 풍성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수 
확을 하게 하였으니 생각하는 백 
성을 위하여 징표들을 설명하노라1> 

체‘뼈챗빼 
노체效^ 雜念^ 
與_ 卵齡，고於必後 
多與^。^切從…■대 

® (14在知‘; 

淑，致與機約 
하；後;述다典與 

與다 
起^도《합。햇 ^ 

\災一將g 幻路r城改。述 
公되책！과，?*5노 

4) 그들의 음모에 대한 옹벌을 유예하였다고 무자히드는 해석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 
5권 p.64) 

5) 천사들 

22- 1) 육지는 탈것을 이용하도록 하고 바다는 배를 이용하도록 하여 횡단하도록 하였다. 

23- 1) 현세를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올 받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귀의한다. 

24- 1)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 인간의 현세적 삶올 설명하고 있다. 하늘에서 내린 빗방울은 곧 땅 
에 스며든다. 그후 창조주는 견줄 수 없는 예능과 예술로써 대지위에 열매를 맺게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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校⑷※沙… dig徒棟 

1영혁延以》항包以 cJ최!호고(도과 
©과®域^起物 

접빼•典取쇄 銳微 
明쳐쉐效축좌 必■: 
©과姑A料대_ t段 

25. 그러나 하나님은 평화의 집 
으로1> 불러 그분이 원하시는 이들 
을 옳은 길로2ᅭ 인도하시니라 

26. 또한 선행을 행하는 이들에 
게는 보상이 더하여 지니라1ᅩ 그들 
얼굴에는 먼지도 추함도 없으며 
그들은 천국의 주인으로 그곳에서 
영생하니라 

27. 그러나 사악한 방법으로 얻 
는자는1) 그와 같은 사악한 보상을 
받을 것이며2》치욕이 그들의 얼굴 
을 덮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로 
부터 보호해 줄 자가 없으니 마치 
그들의 얼굴이 밤의 암흑으로 싸여 
진 것 같더라 그들은 불지옥의 주 
인으로서 그곳에서 영생하니라 

28. 어느날 하나님은 그들을 함 
께 모으리라1〉그리고 불신했던 그 
들에게 말하리니 너희와 같아 했 
던 자들은 너희가 있는 곳에 있으 
라 하나님이 그들 사이를 분리하 
니 불신자들이 말하더라 너희가 
숭배했던 것은 우리가 아니라2> 

모든 유용하고 름다운 열매며，채소며，과일올 인간과 동물의 양식으로 만드셨다. 또한 대 
지는 열매와, 과일과, 채소를 여러가지 빛갈로 름답고 찬란하게 만든다. 이때 뭇 인간은 
이 모든 찬란함이 스스로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영원하리라 생각한다. 그 
러나 가뭄과 폭풍과 서리와 화산의 폭발로 또는 병충해로 모든 것이 헛되어 물거품처럼 될 
때가 있다. 이때 어디서 어제의 거만함과 자랑함을 찾올 수 있는가! 인간의 현세적 삶도 이 
와 다를 바가 없다. 

251) 슬픔이 없는 영원한 행복을 만끽하며 영생하는 천국 
2) 이슬람 

26- 1) 천국의 보상과 더불어 창조주와 영접하는 보상이라고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 
5권 p.66) 

27- 1) 현세에서 사악한 행위를 저지른 무리. 
2) 사악한 무리에 대한 보상은 그들이 저지른 만큼의 벌이 있으나 선행을 실천한 사람의 보상 
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더욱더 증가 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사악함은 그가 행한 것처럼 

벌이 있올 것이요 선행은 은혜로 더하여지니라”(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66) 

我-1) 믿는 신앙인들과 불신자를 심판하기 위해 함께 모아 
2) 심판의 날 하나님은 우상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하니 그 우상들이 말하더라 : “실로 우리는 

；燃沒版;難成^ 淡致^；^ 
©《父회鄕與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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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일러가로되 너희 동반자들 
가운데 창조하여 거두는 자가 있 

j 느뇨 물어보라1》또 일러가로되 하 
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거두시매 
어떻게 거역하려 하느뇨 

쑈k표^아하 : 

©心행射端成熟接; 

J 35. 일러가로되 너희 동반자들 
가운데 진리를 인도하는 자가 있 
느뇨 일러가로되 하나님이 진리로 
인도하심이라 그러므로 진리로 인 
도하시는 분을 따르겠느뇨 아니면 

\ 진리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을 따 
^ 르겠느뇨 너희는 어떠하뇨 어떻게 
판정 하느뇨 

36. 그러나 그들 대다수는 따르 
지 아니하고 공상에 집착하니 실로 
그 공상은 진리에서 벗어나 무용할 
뿐이라 실로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 
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起多。與始^胸a然從^:i 
淨炎，致 :: 

37. 이 꾸란은 하나님이 아닌 다 
른 것으로 인하여 있을 수 없으며1> 

이전에 계시된 것을2> 확증하고 그 
: 성서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계 
! 시되었으니 이는 만유의 주님으로 
j 부터 온 것이 틀림없노라 

故i 知必細보沒皮淑 louL» 
在슈쇼M功(노4《於^策 公必起^ 

©소!接%토노 

38. 그가 그것을 위조하였다 말 
하더뇨1> 일러가로되 너희가 진정 
진실한 자들이라면 그와 같은 말 
씀을2> 가져오라 하고 너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 외에 구원을 하여 
보라 

(一!多1드4寒玄。以系화도호※갓 

_ 공 

34-1) 우상들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한 후 다시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우상이 있는지 그대 무함 
마드여 그들 불신자들에게 물어보라. 

37-1) 꾸란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이 아니라 위조되었거나 거짓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있 | 
을 수 없으며 

2) 이전에 계시된 것은 구약과 신약을 가르킨다. i 
38-1) 무함마드가 스스로 이 꾸란을 위조하였다고 불신자들이 말하더뇨? 

2) 꾸란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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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그러나 그들은 거짓하며 또 
한 알지 못하더라1> 또한 해명도 
그들에게 이르지 못하더라 이처럼 
그들 이전의 백성들도 거짓하였으 
니 우매한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 겠느뇨 

40. 그들 가운데 믿는 자가 있고n 
그들 가운데 믿지 아니한 자가 있 
으나2》그대의 주님은 해악자들을 
알고 계심이라3》 

41. 만일 그들이 그대에게 거짓 
한다면u 일러가로되 내게는 나의 
일이 있고 너희에겐 너희의 일이 
있으니2> 너희는 내가 하는일에 책 
임이 없으며 나는 너희가 하는 일 
에 책임이 없다 하라3ᅭ 

42. 그들 가운데 그대에게 귀를 
기울인자 있으나1} 귀머거리요 이 
성이 없는 그들로 하여금 그대는 
듣게 할 수 있겠느뇨2) 

43. 그들 가운데 그대에게 시선 
을 돌린자 있으나 장님이며 보지 
못하는 그들로 하여금 그대는 보 
게할 수 있느뇨1》 

잰，石도成士，해다및心 

소於느菜度資자⑤뇨조分 ‘系必T 

식고;〜생《必1^ ; 
® 은은—괴V 

必玄與 ᄃ•抵썅桃있■述 
®6iU있端抄^ᆻa瓦 

(多⑶ 재‘즈W의上 사Vj 

폐炎낮 

39- 1) 이들 불신자들은 꾸란에 대하여 거짓하고 부정하며 꾸란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진리인 
지 아닌지 이해하려 하지도 아니한 채 죄악을 낳더라. 

40- 1) 이 꾸란을 믿고 그것으로 은혜를 받는자 있고 
2) 믿지 아니하고 불신상태로 죽는자 있으니 
3) 하나님은 복음으로 인도될 자가 누구이며 방황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방황하게 될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심이라. 

41- 1) 이들 불신자들이 그대를 부정한다면 
2) 나는 내가 하는 일로 보상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너희가 행하는 일로 그 대가를 받올 것이 
라. 

3)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할 수 없느니라. 

42- 1) 그대가 낭송하는 꾸란에 귀를 기울인자 있으되 
2) 하나님의 뜻이 없을 경우 그대 무함마드도 하나님께서 봉하여 버린 불신자들의 귀로 복음 
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무크타싸르 19以2). 

43- 1) 그대가 창조주의 선택을 받아 계시를 받은 선지자라는 분명한 예증이 있지만 그들 불신자 
들은 장님으로 보지를 못하니 그대 무함마드는 마음이 장님이 되어버린 그들올 인도할 수 
있겠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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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실로 하나님은 백성을 조금 
도 우매케 하지 아니하시나1> 사람 
들 스스로가 우매하더라2》 

45. 어느날1》그분은 그들이 한낮 
의 순간에 살았던 것처럼 그들을 
모이게 하시니 그들온 서로가 서 
로를 알게되고 하나님의 만남을 
부정하는 자들은 손실을 보게되며 
인도받지 못하니라 

46.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벌을 그대에게 보여 주거나1> 아니 
면 그대를 임종케 한다 하더라도2》 
그들은 하나님께로 귀의하매3》하 
나님은 그들이 행한 모든 것에 증 
인이 니^^ 

47. 각 민족에 선지자가 보내어 
져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은 
정당하게 심판될 것이며 부정하게 
다루어지지 아니 하니라11 

◎‘나制，향，■版I 창 

3^ 紅匕 오1(多冬之4;포， 
대巧^; 

®〔、分， 

©《比: 匕乂않쑈度사 

혹福私义物 ■其5판與i 
심敎己^ 

44~1) 죄 없는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지 아니 하시니라. 
2) 그러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불신하고 죄악을 낳으니… 불신자들의 
마음을 봉하고 장님이 되게 하며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것은 처음부터가 아니라 그들이 죄 
악을 저지르되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봉하여 버린 것이라 
따브리는 풀이하고 있다(알따브리 i2(yii). 

451) 부활의 날 

46- 1) 그들에게 있을 벌을 현세에서 그대 무함마드에게 보여 주거나 
2) 그 이전에 그대를 임종케 한다 하더라도 
3) 그들은 내세에서 결국 하나님에게로 귀의하여 응벌을 받을 것이라. 
4) 하나님은 그들 불신자들이 행한 거짓과 위선과 불신과 사악함을 지켜보셨기 때문이라. 

47- 1) 모든 세대 모든 백성 및 공동사회에는 창조주가 보낸 메세지 내지는 선지자가 있다. 곧 창 
조주는 그것을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계시를 내린 것이다. 이때 그 선지자가 백성으로 
부터 조롱을 당하고 거역을 당하거나 메세지가 잘못 사용될 때 심판의 날이 도래함으로써 
공정한 심판이있으며 온전한 진리가 밝혀지게 된다. 불신자들이 비웃어 말하길，“그것이 사 
실이라면 그날이 오라 기도하여 보라!” 하니 선지자는 그들에게 이르길，“때가 되면 오리라 
누구도 그날을 서둘러 오게 할 수도 없고 누구도 그날을 지연시킬 수 없는 것이니라. 너희 
가 나로 하여금 너희를 구원하도록 하거나 내가 너희를 해칠까 두려워 하는 것도 오직 하나 
님 그분께 있는 일이며，내가 내 자신을 이롭게함도 또는 해롭게 하는 것도 나의 힘이 아니 
라 하나님의 권능안에 있는 것이니라” 

錢빼8，1^^■述^■빼■織『•潮^향雜^雜때^^^抑■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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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公. 그들이 말하길 그대가 진실 
이라면 언제 이 약속이 오느뇨1》 
라고 묻더라 

49. 일러가로되 나 자신을 해치 
는 것도 그리고 유용케 하는 것도 
내게 없으니1> 그것은 하나님의 뜻 
에 달렸노라2ᄉ 각 민족에는 정하여 
진 시간이 있나니 그 시간이 도래 
하면 지체하거나 서두르지 못하니 
라 

50. 일러가로되 너희는 생각해 
보았느뇨 하나님의 벌이 낮에나 
혹은 밤에 너희에게 이를 때 죄인 
들이 그것으로 서둘러 유용함이 
무엇이겠느뇨 

51. 그 시간이 너희에게 도래하 
였을 때에야 믿겠느뇨 너희는 이 
미 서둘러 불신을 재촉했노라1} 

52. 드디어 죄지은 그들에게 말 
씀이 있었으니 영원한 벌을 맛볼 
지니 이는 너희가 이미 얻었던 보 
상이 아니더뇨 

53. 그들이 그대에게 그것이 진 
리더냐 물으니 일러가로되 나의 
주님께 맹세하나니 그것은 진리요 
너희는 피할 수 없으리라 

® 占느고나ᄂ(오8 公호5뇬? 

紅ᄂ心화端犯切於? 

병i 

^tsl; 典此;沈松 
©좌J此 

多^兵 

巡。的沒디切其i 
® ◎次욕效 

© 石뇨g되늘》와兵;;그])义李◎호多士’ 

48- 1) 메카 불신자들이 무함마드에게 말하길，: ‘‘그대가 우리에게 약속한 응벌이 언제 오느뇨?” 

49- 1) 나에게 일어나는 해악도 내가 방어 할 수 없으며 또 그것을 유용하게도 할 수 있는 것도 나 
에게나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없으며 오직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만이 있올 뿐이라. 

2)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면 할 수 있지만 너희가 서두른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뇨? 

51-1) 불신자들이여! 하나님의 응벌이 너희에게 도래하였을 때에야 믿음올 갖겠단 말이뇨? 그 믿 
음은 이미 늦어 유용하지 못하니라(알따브리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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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죄지은 사람이 대지위의 모 
5 든 것을 소유하여 그것으로 속죄 
하려 후회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벌을 받으리라1> 또한 그들이 공평 
하게 심판되며 결코 부당하게 처 
리되지 않노라 

55.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가 
아니더뇨 그러나 그들 대다수는 
알지 못하더라 

1 

" 56. 그분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거두어 가시니 너회는 그분에게로 

: 돌아가니과1》 

® 占i以성i; 작在내多 

57. 인간들이여 너회 주님으로부 
1 터 교훈과 마음의 치료와 믿는 사 

: 탐을 위한 복음과 은혜가 도래 했 
j 노라1》 

切免致容^女^토多足섶나데 起토 
©잃政^와迎。:: 

58. 일러가로되 하나님의 풍성함 
과 은혜로” 그들을 기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축적한 것보다 나으 

| 리라 

怒후호0義요41나고^고나%今 
©※敗 ! 

59. 일러가로되 하나님께서 너희 
를 위해 창조한 일용할 양식을 생 
각하여 보았느뇨너희는 그중의 

J 일부를 금기하고 일부는 허락하였 
I 더라와 일러가로되 하나님께서 그 

따均»誠⑶훼m效유 : 

® 以巧스0갓幻 6多고것앗S 

54-1) 황금으로 가득찬 세상으로 속죄받으려한 자들 중에 있다 하여도 이는 수락되지 않을 것이 
며 

j 改-1) 현세를 마치고 내세로 돌아가 너희가 행한대로 대가를 받으리라. 

57-1) 인간들이여! 너희를 위한 교훈이요 의심과 의혹과 무지로 병든 마음을 치료하며 방황하는 
너희를 구원하는 꾸란이 복음으로 너희에게 도래 하였느니라. 1 

{ 58-1)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꾸란이요 그분의 은혜는 이슬람이라고 이브누 압바쓰가 풀이하고 
있다(알바흐르 17V5). ? 

59-1) 불신자들이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창조한 허락된 일용할 양식에 관하여 생각하여 보 
았느뇨? 노 

2) 본절은 불신자들을 비난하기 위하여 계시된 절로 이들 불신자들은 바다에서 생산되는 것 J 
또는 가축의 일부를 금기하거나 허락하기도 하였다{알무크타싸르 198/2). 



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느뇨3) 아니 
면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하느뇨 

60.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하는 
자들이 심판의 날에 무엇을 생각 
하겠느뇨 실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내리시나11 그들 대다수는 
감사하지 않더라 

61. 그대가 어떤 일에 있던 또는 
꾸란에서 무엇을 낭송하던 또는 
너희가 무엇을 하던1ᅭ 하나님은 너 
희애게 증인이시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 깊이 빠져있을 때라 천지 
의 티끌 하나도 주님으로부터 회 
피 할 수 없으니 그것보다 작은 
것도 큰 것도 모두가 성서에 기록 
되어 있노라2》 

62. 실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신앙인들은 두려움도 슬픔도 없노 
라 

63. 또한 믿음으로 의톱게 사는 
그들에게는n 

64. 현세와 내세에서 복이 있을 
것이요1>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치 
아니하니2> 그것이 위대한 승리라 

6■必一나 此爲쇼與端 
©G與炎與功 Su抄灰소했此I 

성챘i必 乂스峰년知犯歎; 

빠端녀»»效— 
松射사:砂성화松쇼按^ 

® 句나 상E心와’3占{多之bb 

© 6쏘s以^고!) 

©i與段路6치쇼必 

쑈典5t샜必，^난—必 
©피⑶必의私I식與 

3) 금기하고 허락하는 것에 대해 창조주로부터 허락이라도 받았단 말이뇨? 

60- 1) 일용할 양식을 비롯 선지자들과 성서들을 보내어 천국으로 그들을 인도하려는 은혜까지 내 
리셨으나 

61- 1) 너희 인간이 선이나 악을 행하는 모든 것 
2) 인간이 행하는 모든 선과 악은 그것이 of무리 사소한 것이거나 작은 것이나 무게가 없는 것 
일지라도 모든 것이 기록되어 그것에 따라 보상과 응벌을 받게 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 
다(알따브리 130/11). 

63-1) 하나님과 선지자를 믿고 두려워하며 율법을 지키는 그들에게는 

54-1) 현세와 내세에서 기뻐할 복음이 그들에게 전하여지니 현세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그분 
의 은혜이며 내세에서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이다. 

2) 그분의 약속을 위반하지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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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그들의 얘기가 그대를 슬프 
I 지 않게 하리니 실로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은 들으심과 

C 아심으로 충만하시니라1> 

©名，“화 :: 

66. 보라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 
J 님께 있지 않더뇨 하나님 외에 다 
1 른 것을 숭배하는 그들은 억측을 
■ 따를 뿐이며 단지 거짓밖에는 못 
| 하더라 

A多义S \j^B\ 규;134占낫산낫 
소양;5 ^ 

©여以대빼餘 E 

67.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밤 
\ 을 두사* 너희가 휴식을 갖게 함이 
1 요 낮을 두사 보도록 하였으니 실 

로 그안에 예증이 있어 백성으로 
； 하여금 경청토록 함이라 

\ 
® 여김與一늬섟■必 ;i 

68. 하나님이 아들을 두셨다0 말 
j 하는 그들의 말을 지워주소서 천 
I 지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으로 풍 

요하나니 그분은 아들이 필요치 

아니함이라 너희는 이에 대한 증 
거를 가지고 있느뇨 너희는 너희 

； 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j 대하여 말하려 하느뇨 

與幻錄於셨必此此1父화巧 : 

次技고교생j와상3 5 

69. 일러가로되 실로 하나님에 
! 대하여 거짓하는 자들은 번성하지 
I 못하리라 

5◊令니1스以(1玉흣■系(도피않公츠 : 

70. 그들은 세상을 잠시 향락한 
후 하나님께로 돌아오나니 그분은 

j 그들이 불신한 것에 대하여 가혹 
1 한 벌을 맛보게 하리라 

※석分;다®여此公么 1 
©G획%다아피 [ 

i 我-1) 이따금 불신자나 위선자의 말과 행위가 경건하고 겸허하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거 
§ 나 상처는 주는 일이 있으나 그것은 분노하거나 슬퍼할 가치가 없다. 그들은 그러한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권능과 명예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 

68-1) 1■아지르j 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듯이 메카 불신자 
| 들 또한 천사는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낳지도 아니 

하고 태어나지도 아니하신 홀로계신 분이며 천지의 모든 것이 그분의 권능안에 있어 어느 | 

1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 분이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76). 



71. 그들에게 노아의 얘기를 들 
려주라1> 그분욘2ᅵ 그의 백성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너희와 머물러 

!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고 
함에 너희가 거만해 한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께 의탁하니라 그럼으 

! 로 너희의 일은 너희 우상과 결정 
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일들이 의 
심치 않게 될 것이니 너희가 원하 
는 대로 하되 나에게 여유를 주지 

말라 

德 能液與^接!; 

[一，과<幻호?스 ij그스 |여도么藏交丈々11 
■與貧雄效錢께!빼뼈 

©一， 

5 72. 만일 너희가 거역 한다해도 
J 나는 너희에게 보상을 요구치 않 

으리라 나의 보상은 오로지 하나 
3 님 안에서 무슬림”으로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노라 

與 과9與U賊敎※ 
@ 多j녀 16《科占년싶5 

73. 그러나 그들은 그를 부정하 
였으니 하나님은 그와 그리고 그 
와 함께 있었던 이들을 방주에 태 
워 구제하고 또한 그들은 후계자 

1 로 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 
] 정한 자들을 물에 익사케 하니 보 

라 경고받은 자들의 결과가 어떻 
게 되겠느뇨 

우i級G 쇠id섯必씩沒接務 
起端양꽤땅强切했往功 味않 

0 心SI화 

74. 노아 이후에도 하나님은 선 
； 지자들을V 백성들에게 보내어 말 
씀을 그들에게 이르게 하였으나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그 전처럼 
부정하니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봉해 버렸노라 

빠샀炎S如义此가 必心松多 
與與«技빼빼!» 

©立一必 V少 

75. 그들 이후 모세와 of론을 통 
하여 파라오와 그의 수장들에게 

신此於如j ⑩샷;飾私起寒 

1 71-1) 무함마드여! 메카 주민의 불신자들에게 노아가 불신자들인 그의 백성과 함께 있었던 이야 
기률 들려주라. 제9장 技-必절，제7장 59~64절，제幻-32절, 제法장 105-122절, 제37장 

1 75-82절 참조* 
1 2) 노아 | 

72-1)「무슬림」이라 함은 절대자인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신앙인”을 말한다. 

S 74-1) 후두 살레, 롯, 아브라함 및 슈아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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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예증들을” 보냈으나 그 
들은 거만을 피운 죄지은 백성들 
이었더라 

76.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에게 
도래했을 때 이것은 분명 마술이 
라 말하더라1> 

77. 모세가 이르되 너희는 너희 
에게 도래한 진리를 마술이라 말 
하느뇨 마술장이들은 결코 번성하 
지 못하리라 

78. 그들이 말하였더라 당신은 
우리 선조로부터 내려온 신앙에서 
우리를 탈선케 하여 당신과 당신 
형제가 이 지상에서 군림하려 하 
느뇨1> 우리는 당신들을 믿지 않으 
리요 하더라 

79. 파라오가 말하여 모든 마술 
사들은 데려오라 하니 

80. 마술사들이 그에게 왔더라 
이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길 너 
회가 바라는 대로 던져보라 하매 

81. 그들이 던지더라 모세 이르 
되 너희가 보인 것이 마술이라 실 
로 하나님은 그것을 무효하게 하 
시며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의 일 
이 번성치 않도록 하니라 

82.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으로 
예중하사 죄인은 증오하니라 

© 향지폐，와 W取抑 

與炎此>發效코魂쇼劉必多 射 
©례 

域⑶义均,췌故'향3획砂S 

©藏分，炎뺐 

© 述鼓與己與收以潔쑈인改政 

必:헸成料必여與務 

©抄巧起炎^與技I錄 

75- 1) 9가지의 예증을 보낸 것으로 제7장 103-137절 사이에 언급 되고 있다. 

76- 1) 하얀손이 된 모세의 손과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된 기적 

78-1) “당신”은 모세와 o}론 두 선지자를 가리키며 “지상”은 애굽올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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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그 백성중 일부 자손들 외에 
는 모세를 믿지 아니하니 파라오 
와 그의 수장들의 박해가 두려워 
서였더라 파라오는 지상에서 폭군 
이었으니 그는 실로 죄인 가운데 
있었노라 

84. 모세가 이르되 백성이여 너 
회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 
한다면 그분에게 의탁하라 하니 

85. 그들이 말하길 하나님께 의 
탁하나이다 주여 우매한 백성들이 
저희를 시험하지 않게 하옵소서 

86. 그리고 저희를 당신의 자비 
로써 불신자들로부터 구하여 주소 
서 

87.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우 
에게 계시를 내리며 가라사대 너 
희 백성들을 위해 애굽에서 거주 
할 집을 짓고1> 너희 집들을 경배 
하는 곳으로 하되2} 예배를 드리고 
신앙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니 

88. 모세가 이르되 주여 당신께 
서 파라오와 그의 수장들에게 현 
세의 영광과 부를 주었나이다 주 
여 그들은 백성을 당신의 길에서 
이탈케 하려함이니 주여 그들의 
부를 멸하시고 믿지 아니한 그들 
의 마음을 어렵게 하여 그들이 고 
통스러운 벌을 받도록 하소서 

6교々多삿。《겠었以찾《心 
敬必⑶齡其與疏※ 

®《표과6요 

a없敬於^ 

名我延^勢鼓젊文▲必보法 

® ■•때?換 

_接빼세빠 
k§요쇼 I接잇义各로?、！대1관깊고公 

泰故고紙心> 效納多次대 

87-1) 애굽에 거주할 집을 지으라는 계시는 파라오가 불러들인 마술사들이 혼돈을 일으키려 했을 
때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모세는 애굽에서 잠시 머물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나오기 이전에 해야 할 임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집을 예배의 장소로 해야만 
했다. 파라오가 그들에게 대중이 예배할 곳을 허락치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집올 짓되 
끼블라를 향하도록 하였다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사프와트 타프씨르 제5권 p.80). 

2) 두려움이 있을 때는 그들의 집에서 예배를 근행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이브누 압바쓰厂는 
풀이하고 있다(알따브리 15少1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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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5，效(技향^圈粧故였■法병能^細技法無; 

89.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노라1ᅮ 그러므로 강 
직하라2》그리고 무지한 자들이 가 
는 길을 따르지 말라 

90.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를1》건너게 하사■ 파라오와 그 
의 군대가 그들을 뒤쫓으나 홍수 
로 그들을 익사케 하니 그가 말하 
길 저는 이스라엘 자손이 믿는 
신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않겠으 
며 저는 또한 순종하는 자 가운데 
있겠나이다 하더라 

91. 이제 무어라 하느뇨 조금 이 
전에도 너희는 거역했으며 또는 
우매한 자들 가운데 있었노라 

92. 오늘 하나님이 너를 시체로 
건져냄은 네 이후에 오는 자들에 
게 예증이 되도록 함이라”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눈을 돌리더라 

93.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 
게 아름다운 주거지에1ᅮ 정착케 하 
고 가장 좋은 일용할 양식을 주었 
노라 그들에게 지식이 올때까지 
그들은 서로 달리하지 안했노라2》 

公병(도당 

後쑈接抄)/街秘此攻起端 
보깃IjSiSf 싶고。定 左및位⑪位)人 

© (2各스의^所3 々보免么기 必々 

錄遇^ 疏^乂疾寒;홈 
© i今낯%冬。은 

G廣i細내쑈#遊御：述 
公#⑯60초고衣“!—多匕此^ 회 

©6핵起映起향版5雄：. 

89- 1) 파라오와 그의 수장들에 대한 그대 모세와 아론의 기도에 대답하나니 
2)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율법을 지키되 그대 모세와 아론은 강직해야 되니라 

90- 1) r스위스 바다」라고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81) 

92- 1)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의 멸망에 관하여 의심을 품자 하나님은 바다에 명령하여 
시체를 드러내게 하니 그의 죽음과 멸망이 확인되었다고 전하여지고 있다(무크타싸르 
206/2). 

93- 1) “아름다운 주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기간 방황중에 있다가 젖과 꿀(출애굽기 3장 
8절)이 흐르고 있다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을 가르킨다. 그들은 그곳에서 번성하였 
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적 양식을 부여 받았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함에 진실되고 
겸손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오만과 거만을 피웠으니 그것에 관해서는 심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풀이되고 있다. 

因M■繼■귐■역■■活텔無화^^ 探해w역紙^活溫深松yp행起이領■변11 



실로 너희 주님께서는 그들이 달 
리했던 것을 부활의 날 심판하시 
리라 

94. 하나님이 그대에게 계시한 
것에 그대가 의심한다면1ᅩ 그대 이 
전에 성서를 읽은 자들에게 물어 
보라2> 실로 주님으로부터 그대에 

게 진리가 이르렀나니 의심하지 
말라 

95.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 
하는 자가 되지말라 그렇지 않으 
면 손실자가 될 것이라 

96. 실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 
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니라 

97. 모든 예증이 그들에게 이르 
러도 고통스러운 벌을 맛볼 때 까 
지는 믿지 않을 것이라1> 

98. 멸망한 고을 중 한 고을이 
회개하여 요나의 백성을 제외하고 
는 믿음을 갖게하매 그들이 믿음 
을 갖고 하나님이 잠시 현세에서 
벌을 거두어 그들로 잠시 기쁘게 
하더라 

心程쇼샀々到秘궂fe 延拔臟 
炎feS 겪。多心分必^I 

© 상 욕드^多르^^j 61 

© .必迎玄多却雜讀延與 

뺐與 d 應必起於磁與依 

2) 하나님의 율법 타우라(구약)가 이르기전 까지는 종교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지 아니 
했다. 한편 따바리는 무함마드가 선지자로 도래하기 전에는 무함마드가 선지자로 올 것이라 
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나 무함마드가 선지자로 그들에게 왔을때는 그들 중의 일부는 
믿었으며 일부는 부인하였는데 이처럼 그들의 의견이 달랐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알따 
브리 167/11》. 

公4-1) 선지자 무함마드는 의심하지 아니했으므로 물어보지도 아니했다고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 
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役). 

2) 하나님의 진리는 모두가 하나이다. 오늘날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의 진리는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다. 유대인이였던 「압둘라 이븐 쌀만」기독교인이었던 
「와라까」나 「바히라」도 무함마드의 임무를 인정하고 있다(Abdullah Yusuf Ali? The 

Glorious Quran Translation and Commentary. fx508 Note No.1475). 

97-1) 파라오가 멸망할 순간에 믿으려 했던 것처럼 이들도 그때서야 믿으려 하나 그때의 믿음은 
그들을 유용케 하지 못했다. 



99. 주님의 뜻이 있었다면 지상 
에 있는 그들 모두가 믿음을 가졌 
을 수도 있었으리라 그대는 강요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느뇨1) 

5:多，향후나:화“^雜技與 
©必身 져 

1 100.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믿지 않으며 그분께서는 

I 그들이 알지 못하는 벌을 그들에 
| 게 주시리라 

101. 일러가로되 천지의 모든 것 
을 보라 그러나 말씀도 경고도 믿 

I 지 아니한 백성에게는 유용치 아 
1 니하니 

102. 그들은 이전에 지나갔던 선 
조들의 날들을 기다리느뇨 기다리 
라 일러가로되 실로 나는 너희가* 

멸망함을 기다리고 있노라 

雄^^雜^與^% 화고^^ 
@ ^•해石5多대與我5 

103. 그런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지자들과 믿는 자들을 구제하리 
니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들올 
구제하시니라 

參_ 때。따 ^화閣포왓 

104. 일러가로되 인간들이여 너 
- 회가 나의 종교에 의심하나 나는 

너희가 하나님 외에 섬기는 우상 

1； 올 숭배하지 아니하며 너희를 운 
명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에> 믿는 

f 자 가운데 있도록 명령을 받았노 

라， 

雄後患以班 a셨疏，機必 
쇼公3、公>此되슨參; 必) k多;文노소;i다‘2、되 

© (느성©일笑表※ 

99-1) 창조주는 인간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었다. “신앙에는 강요가 있을 수 없나니…” 라는 말씀 
에서도 계시되고 있지만 본 절에서는 선지자 무함마드로 하여금 신앙올 강요하지 않도록 
계시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期). 

104-1) 너희 불신자들이 나의 종교률 의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용하지도 아니하고 해악을 끼 
■ 치지도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너희 신앙을 의심하라. 실로 내가 믿는 신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며 유익하게도 하고 해악을 끼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알따브리 176/11). 

2) 하나님 한분만올 유일신으로 섬기되 그 밖에 어느 것과도 비유하지 말라 명령을 받았느니 
j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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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5. 그대 자신의 모든 것을 진 
I 실한 종교에1> 바치되 불신자가 되 
j 지 말라 

。我，起^絲切述 j 

© 녔 

1 106.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기원 
하지 말라1> 그대에게 유익함도 해 
함도 없나니 그대가 그렇게 한다 
면 우매한 자 중에 있게 되니라 

邊해내^K태 ; 

107. 만일 하나님이 해함으로 그 
대를 만지신다면 그분 외에는 그 

J 것을 거두어 주실 분이。는무도 없 
으며 그분이 그대가 축복받기를 

! 원하신다면 그분의 은혜를 막을 
자가 없으니 그분의 뜻이 있는 종 
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분은 
관용과 자비가 충만하시니라 

以^;]^고^른향상Uit쌍은 
必故。我域賊在 

©세必태 

108. 일러가로되 인간들이여 너 
희 주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진리가1ᅭ 
도래하였으니 진리의 길로 걷는 

j 자 자기 자신을 위해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이며 방황하는 자 그것으 

1 로 방황하나니 나는 너희를 위한 
1 보호자가아니라^ 

々發-。하炎방。■歎쑈 
5_겆1경(巧^藏}^路i迎 | 

©4餘與쌔松松요 

109. 그러므로 그대에게 계시된 
| 것을 따르며 하나님이 심관할 때 
까지 인내하라 그분이 가장 훌륭 
한 심판자이시라1> 1 

| 1沈-1) 신앙에 진실하고 충실하며 아브라함의 신앙을 지키라. 

| 106-1) 하나님 외에는 이익도 그리고 해악도 되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108-1) 꾸란 
1 2) 나 무함마드는 너희의 모든 행위를 기록 보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복음을 전 

하고 그 복음을 믿지 아니한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응벌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올 경고하 1 
i 러 왔을 뿐이라. ； 

j 109-1) 선지자에게는 위안을，불신자들에게는 응벌을 제시하는 교훈으로 이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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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에서 계시된 123장으로 유일신 사상과 메세지 그리고 부활 및 

보상을 다루고 있다. 1〜24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주와 인간 

관계 그리고 인간의 오만 불손함과 허위와 공허함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함이 언급되고 있으며，幻〜49절까지에서는 노아가 하나님의 진 

리를 그의 백성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면서 보여준 헌신과 인간성 그리 

고 백성들이 신의 메세지를 조롱하고 비웃었으나 그는 신의 지시대로 

방주를 만들어 구제와 축복을 받은 반면 조롱하고 비웃었던 백성들이 

멸망한 역사를, 50~68절에서는 아드와 사무드 백성에게 후드와 살레 

예언자의 가르침이, 妖〜95절에서는 백성을 위한 롯의 충고와，슈와 

이브 백성과 미디안 백성들이 경고를 받으나 그들이 다시 죄악에 가 

까이 하여 스스로 멸망하게 되며，96〜123절에서는 파라오와 같이 백 

성을 잘못 인도한 왕이 있어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고 하나님은 진리 

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악함을 멸망케 하시었다. 

또한 이절을「후드」장이라 불리워지게 된 동기도 후드에 대한 이야 

기가 언급된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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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니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하 
리라 그들이 조롱했던 대로 그들 
을 완전히 에워싸리라 

9.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은혜를 맛보게 한 후 그로부터 그 
것을 거둬 들일 때” 보라 그는 절 
망하여 불신하더라 

10. 또한 그로하여금 고난을 거 
두고 은혜를 맛보게 하니 그들은 
모든 사악함이 내게서 떠났도다 
말하면서 열광에 빠지며 거만해지 

雜心仏였'디。&技샛여跡요 
©以換 

대致업^，〔技松쑈코⑯ 
조^챵起保드 떼 

셌쐬;내식此典故그勤^ 
©쇼多與!與 

v令社뇨功松다移성典 ■ 
、。匕찮增到次혀있一 

©5讀與화쑈少호必의改t比 

11. 그러나 인내하며 선을 행하 
는 이들은 제외이니 용서 받음이 
그들의 것이며 또한 큰 보상이 그 
러 하니라1> 

12. 아마도 그대에게 계시된 것 
가운데 일부를 빠뜨릴까 염려되니 
라1》왜 그대에게 보물이 내려오지 
아니했으며 왜 그대와 함께 천사 
가 이르지 않느뇨 라고 그들이 말 
하는 것으로 그대의 마음이 상처 
를 받을까 염려됨이라 그러나 그 
대는 경고자에 불과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라 

9-1) 건강과 평안 풍성.한 양식 둥 온갖 종류의 은혜를 베풀다가 이 은혜에 감사하는지 시험하기 
위하여 이를 거두어 갈 때면 

10- 1) 또한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시험한 후 은혜를 베풀 때 그들은 그 은헤가 그들의 영리함과 지 
헤로 얻은 것으로 생각하며 창조주의 은혜임을 망각하고 거만을 피워 죄악올 낳는다. 본절 
은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는 절망하고 은혜를 받을 때면 거만해 하는 인간을 힐책하는 교훈 
으로 본다. 

11- 1) 믿음으로 어려울때 인내하고 은혜를 받을 때면 선행을 실천하는 이들의 잘못과 실수는 용 
서될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하나의 큰 보상이 있나니 그것은 곧 천국이라. 

12- 1) 불신자들은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하늘로부터 보물을 가져오던지 또는 천사들과 함께 오라 
고 제안하며 꾸란을 조롱하자，“그들이 그대 무함마드를 조롱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대 주 
님으로부터 계시되는 꾸란의 일부가 그들에게 전달되지 아니하고 빠뜨릴까 염려되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89). 본절은 하나님의 
메세지를 전하되 이에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는 관심올 두지 말라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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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그것을 믿었으나 그중에는 
I 거역한 무리도 있었으니 불지옥이 

그의 약속된 곳이라 그러니 그에 
관하여 의심치 말라 실로 그것이 
그대 주님으로부터의 진리라 그러 
나 아직 많은 백성이 믿지 않더라 

겆씼 u⑵以맹;겪‘노⑭와획 

18.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하는 
자보다1》우매한 자 누구이뇨 그들 
은 주님에 거역하니 천사들이 말 
하길25 이들은 주님에 관해 거짓하 

1 는 자들이니 우매한 자들 위에 하 
? 나님의 저주가 있으리라3> 

乂接■▲힛炎，0其;次分 

19. 하나님의 길에 있는 자를 방 
해하고1〉그것을 왜곡 하고자 하는 
자들은 내세를 불신하는 자들이라2》 

必과;與其^0“以故^전 

20. 그들은 현세에서 도피할 수 
!； 없으며1> 하나님 외에는 보호자도2ᅮ 
갖지 못하니라 또한 그들에게 벌 
을 더하사 그들은 경청할 능력과 
보는 시력을 상실하도다 

뺐띠述쌨公포延必占必 9;端 

21. 그들은 그들의 영혼들을 상 
실한 자들이며1> 그들이 위조한 것 
<=>12) 그들을 방황케 하리라 

22.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은 내세 
1 에서1》잃은 자들이라 

상겨생此폐와 

1 18-1)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고 주장하며 신성을 모독하는 것. 
2) “알아슈하드”의 언어적 의미는 “증인들”이란 뜻이나 여기서는 천사들을 가르킨다. 
3) 라으나 :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추방된다는 뜻 

19-1) 진리를 추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려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 2) 심판의 날과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라. ' 

j 20-1) 하나님의 재앙과 벌로부터 도피 할 수 없으며 
2) 재앙과 벌이 있을 때 이를 막아줄 어떤 보호자도 없다. 

5 21-1) 현세와 내세의 행복올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불지옥에 들어가는 불행을 받게되는 자들이며， 
2) 그들을 구원하여 주리라고 주장하면서 숭배하였던 우상들 

| 22-1) 부활의 날 * lf 



23.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며1》 
주님께 겸허한 자들은 천국이 그 
들의 것이거늘 그들은 그곳에서 
영생하리라 

24. 두 무리가1ᅭ 있으니 불신자는 
장님과 벙어리 갈으며 믿는자는 
보는 자와 듣는 자에 비유됨이라2》 
이들 둘이 같을 수 있느뇨 그래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느뇨 

25. 하나님이 노아를 그의 백성 
에게 보냈을 때u 실로 나는 너희 
를 위한 경고자로서 왔노라2ᅮ 

26.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아무 
것도 숭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 
게 고통스러운 날의 벌이 있을까 
두렵도다 

27. 그의 백성가운데1〉불신자들 
의 수장이 말하길 우리는 그대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밖엔 보지 
아니하며2> 우리 가운데 가장 비천 
한 자들 외에 그대를 따르는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였노라 우리는 
너희 중에서 우리보다 우월한 것 
을 보지 못했으니 우리는 너희가 
거짓말장이로 생각할 뿐이라 

1⑥(교安화;니女생 '보b 띠‘5남 

必당도셨雜版與紙逐次多 

急鼓■화■대逆敬 

디ᄄ스域항쑈때S 父포“T 
©身 

與免요义 0述¥해妙W按 

^必^。路效5:將 I抄난^ 

©(系身 

23- 1) 믿음을 갖되 동시에 선행올 실천해야 한다는 뜻으로 선행이 없는 믿음과 믿음이 없는 선행 
모두는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4- 1) 믿는 부류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무리 
2)「잠카샤리」학자는 불신자들올 장님과 벙어리에 비유하였고 믿는 사람들은 보는 자와 듣는 
자로 비유하였다(알카샤프 387/2). 

幻-1) 세상이 죄악으로 범람하자 창조주는 노아를 선지자로 보냈다. 
2) 너희가 창조주를 믿지 아니할 경우 하나님의 응벌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올 경고하 
려 왔느니라. 

27-1) 노아의 백성 
2) 이들 불신자들은 노아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택된 것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여 그들 중에서 그를 선지자로 선택하여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하 
였다고 잠카샤리는 풀이하고 있다(알카샤프 388/2). 

' J ^ - ：::- >, 、K"' i 네V、유네、分며“〜 •여냐己느「사，必, 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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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그가1》이르되 백성들이여 내 
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 
분으로부터 내게 은혜가2> 있어 너 
회가 그것을 준수케 하려하나 너 
회는 눈이 어두어 그것을 증오하 
려 하도다3) 

29. 백성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재물을 요구하지 않노라1> 나의 보 
상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믿는 신도들을 저버리지 아 
니하니2》그들은 주님을 상봉하리 
라 그러나 너희는 무지한 백성임 
을 내가 보고 있노라 

30. 백성들이여 내가 그들을 저 
버린다면 누가 하나님의 벌로 부 
터 나를 보호하리요 그래도 너희 
는 생각하지 않느뇨 

31. 내게 하나님의 보물이 있다 
고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몌ᄆ 보 
이지 않는 것을 내가 안다고 하지 
아니하며2} 내가 천사라고 말하지 
아니하며 연약하여 경멸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3> 하나님의 축복이 
결코 없다 말하지 아니하니라 하 
나님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瓦※※‘)면此寒과》。토 
떠々炎^와端 

©피여此 

■共I 웠切뺐다⑷松犯私 
己씨■빼 

©최 

接호少f射⑭織必私淑攻 衡 

©쇼一 

28- 1) 노아 
2) 특별한 은혜로써 그것은 창조주로부터 선지자로 선택받은 것을 의미한다. 
3) 노아는 겸손하고 친절하게 그러면서도 강직하고 확고한 마음으로 진실과 사랑으로써 그의 
백성들에 다음 3가지 형태로 대하고 있다. 첫째는 그가 창조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는 소 
식을 알려주었을 뿐이고 둘째는 백성들의 오만하고 거만한 자세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것은 은혜의 메세지라 백성들에게 전하였으며 셋째 신앙에는 강요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하 
고 있다(The Glorious Quran, Translation & Commentary, Abdallah Yusuf Ali p.520 Note 
No.1519 참조). 

29- 1) 은혜의 메세지를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댓가로 너희에게 보상을 요구하지 아니하니라. 
2) 너희 불신자들이 요구 했던대로 나는 믿음을 가진 이 언약한 신앙인들을 멀리 하지 아니하 

며 또한 그들을 저버리지 아니 하니라 

311) 너희가 너의 재산을 믿고 나를 따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물이 나에게는 없으며 
2) 내가 신이라 너희가 생각 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너희에게 말하 
지 아니하며 

3)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경멸했던 연약한 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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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것을 알고 계시니 내가 그렇게 했 
: 다면4> 실로 나는 부정한 자 가운 

데 서게 되리라 
. . 호 

32. 그때 그들이 말하길 노아여 
1 그대는 우리와 논쟁 하였으며 또 
논쟁을 더하였으니 그대가 진실한 

: 자 중에 있다면 그대가 우리를 위 
협함이 무엇이뇨0 

학_幻다■技與직경與 : 

6년起分씨느도초상 

33. 그가1》이르길 하나님께서 그 
J 것이 너희에게 이르게 하시리니 
유 이는 그분의 뜻이라2〉그러므로 너 

회는 결코 피할 수 없으리라 

©起첬多^_終M : 

34. 내가 너희에게 유용할 충고 
를 하려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너 

? 회를 방황케 하시려 할 때 나의 
충고가 너희에게 유용하지 않노라 

| 그분이 너희 주님이시니 너희는 
그분께로 귀의 하노라 

■好部체여逆雄敎; S 
@ 多^1系공강 

5 35. 그들이 그가 그것을 위조하 
： 였다 말하리니1ᅭ 일러가로되 내가 

그것을 위조한 것이라면 나의 죄 
는 내게 있으나^ 너희가 지은 죄 

I 는 내게 책임이 없노라직 

化公應以弟兄朝々향 
©必J松故 

4) 내게 하나님의 보물이 있고 내가 보이지 않는 것도 알고있으며 내가 천사라도 말하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경멸했던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결코 없다고 말하였 

다면 

} 32-1) 그대 노아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대가 우리에게 약속한 벌을 이르도록 하여보라• 

0 33-1) 노아 
3 2) 너희가 서둘러 요구하는 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너희에 
1 게 이르게 하니라. 

! 述-1) “무함마드가 이 꾸란을 스스로 위조한 것이라 꾸라이쉬 불신자들이 말하리니” 라는 뜻으로 
1 대다수 학자들은 풀이하고 있다. 한편 「이븐 아띠야」와「아부 하이얀J 은 노아의 이야 

기로 보고 인칭접미어 후(hu)를 노아의 백성들로 풀이하여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노 
아가 이 소식들을 위조하였다 말하리니”(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95). 

5 2) 나 무함마드가 이 꾸란을 위조 했다면 죄는 나에게 있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3) 본절은 노아의 이야기가 메카 불신자들이 선지자 무함마드를 불신하고 거역했던 이야기들 
에 대조되어 설명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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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노아에게도 계시가 있었으니 
이미 믿음을 가졌던 백성들을 제 
외하고는 너희 백성 가운데 어느 

.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더라1ᄎ 그러 
므로 그들이 행하는 것으로 슬퍼 
하지 말며2> 

화、호뇨도沒，名占必^ 

37. 하나님이 보는 앞에세ᄎ 하나 
님의 계시에 따라2>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죄지은 자들을 위해 나에 

게 얘기하지 말라3ᅭ 그들은 곧 익 
사하리라4> 

d 與後义⑥리계 必此 
©故^，，、 

38. 그리하여 그가 방주를 만들 
기 시작하니 그의 백성의 수장들 
이 그를 지날 때마다 그를 조롱하 

:1 매1> 그가 이르길 너희가 우리를 
조롱 한다면 우리는 너희가 조롱 
하는 것처럼 너희를 조롱하리라 

여설고좌晩端 j 
©쇼^效^교而 

39. 누구에게 벌이1> 있음을 너회 
는 곧 알게 되리니 그를 수치스럽 
게 하는 영원한 벌이 그에게 내려 

1 지리라 

/多公表; 必로冬^셀占2^5父5쇼;^ 
@ jfe호 4나고 

40. 보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약 
1 속이 있어 지표에서 물이 솟으니 

각자의 자웅 한쌍과 그대의 가족 
과 멸망될 자들을 제외한 믿는자 

※。다<1내切S향必^;◎枝P 

36-1) 이전에 이미 믿음을 가졌던 신앙인들을 제외하고는 그대 노아의 메세지를 따르려 하지 아 
I 니할 것이라. ^ 

2) 그러므로 그들 불신자들이 그대를 부정 하더라도 슬퍼하지 말라. 나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 
1 케 하리라. | 

| 37-1) 하나님의 보호아래 
I 2)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무자히드」는 본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라고 해석하고 있 
? 다. 1 
특 3) 그들 불신자들을 위해 중재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케 하리라. 
j 4) 그들은 대홍수에 익사하여 멸망케 되리라. 

38-1)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된 명령에 따라 방주를 만드니 불신자들이 노아를 “어제까지도 에언 
j 자라고 하던 그대가 오늘은 배나 만드는 목공이 되었지 않는가?” 라고 조롱하기 시작했다. 

1 39-1) 그 벌은 대홍수에 익사하는 벌을 가르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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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그 방주에 태우라 하셨는데 
도 소수를 제외하고는 믿지 아니 
하였더라1> 

41. 그리하여 그가1》이르되2》그 
안에 오르라 출항하는 것과 정박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의하 
니 실로 주님은 관용과 은혜로 충 
만하시니라 

42. 방주는 그들과 함께 산처럼 
높은 파도를 따라 표류하니1> 멀리 
떨어져 있는 그의 of들을 부르더 
라 아들아 우리와 함께 오르라 불 
신자들과 함께 하지말라 하였노라 

43. 아들이 대답하여 물에서 저 
를 구해줄 산으로 도피하겠나이다 
하니 노아 이르되 하나님이 은혜 
를 베푸는 자 외에는 오늘 어느 
것도 너를 구할 수 없노라 파도가 
그들 사이에 들어 그는1> 익사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노라 

44. 이때 말씀이 있었으니 대지 
여 그대의 물을 삼킬 것이며 하늘 
이여 비를 그치라 하니 물이 줄어 
일이 끝남이라1> 그리하여 방주가 

©빼公^浴^ 

펴取成떠⑷과※!寒05 

섟 fj。版가與化 •과必從 
一與있松必| 銳 版 

入域明於收괘典此 敎雜 
빼® 띠빼/째 

과 士 

換&()士心淨效士 남고(났시危後(玉多; 
，的;細가싫收‘드激⑷ 

40- 1) 약속의 명령이란 대홍수가 있어 하나님올 거역한 노아의 백성들올 멸망케 하리라는 약속을 
가르키며 멸망될 자들이라 함은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 및 그의 가족 즉 그의 op들「가나안j 

과 그의 부인「와일라」을 포함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96). 노아의 950년 생 
에 기간중 소수만이 하나님을 믿고 노아를 따랐는데「이브느 압바쓰j 는 남녀 합하여 80여 
명이,「카암」는 花명만이 노아를 따랐다고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22/2). 

41- 1) 노아 
2) 노아를 선지자로 믿고 그분의 메세지를 따랐던 신앙인들에게 노아가 말하길， 

42- 1) 하나님께서 必일 동안 밤낮으로 비를 내리게 하고 땅에서 물이 솟도록 하여 산을 덮을 정도 
로 물울 범람하게 하니 방주에 있는 이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익사한 것으로 전하여 지고 
있다<하씨야 알싸위 알잘랄라인 216/2). 

43- 1) 노아의 아들 

44- 1)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익사하여 멸망하는 자와 믿음으로 구제되는 일이 완료되었음이라. 

를■■薄™^■영^^^無繼병■행^첩■■逐^圈校蘇 













68. 그것은 마치 그들이 그곳에 
서 살지 아니했던 것과 같았으몌> 
사무드도 그들의 주님을 불신했으 
니 보라 사무드족도 멸망했더라 

69. 천사들이1ᅮ 아브라함에게 복 
음을2> 가져와 평안하소서 라고 말 
하니 그도 서둘러 평안하소서 라 
고 말하고3> 서둘러 구운 송아지 
고기로 그들을 환대하더라 

70. 그들의 손들이 그것에1〉다가 
가지 않음을 보고 그는 그들올 의 
심하고 그들을 두려워 하니2ᄉ 그들 
이 말하길 두려워 말라 우리는 롯 
의 백성에게 파견되었노라3> 

71. 이삭이 탄생하고 그 이후에 | 교3^?^납^起 
야곱이 탄생하리라는 복음을 주었 

改-1) 하나님의 천벌로 멸망한 그들은 마치 그들이 그곳에서 살지 아니했던 것처럼 완전히 멸망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69- 1)「루술투나」“우리의 선지자들”이란 언어적인 뜻으로 “우리”는 하나님올，“선지자들”은 천사 
들을 가르킨다. 본절은 4번째로 언급되는 선지자의 얘기로「롯」으로 하여금 말씀을 거역하 
며 거짓하는 그의 백성들을 경고하도록 하였다. 한편 아브라함이 낯모르는 손님으로부터 
인사를 받았을 때 그는 곧 구운 송아지 요리를 대접하였다. 이때 손님들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들은 음식을 먹지 아니하는 천사들 이었기 때문이다. 동양 예법에서 대접하 
는 것이 거절되었을 때 그것은 곧 심상치 않는 일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안하 
여지고 초초함을 감추지 못하자 이 낯선 손님들은 그들이 롯을 경고자로서 돕기 위해 그들 
이 왔다고 말을 하고 아브라함이 훌륭한 백성의 아버지였다는 복옴을 전하여 준 천사들임 
을 밝혀 주었다. 한편 롯의 백성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가르키고 있다. 한편 천사들은 
가브리엘과 미카엘 그리고 이스라펠 천사였다고 풀이하고 있다(알꾸르뚜비 62/9). 

2) 그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라 해석되고 있다. 한편 잠카샤리 학 
자는 롯의 백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이라고 풀이하고 있으나 전자가 옳은 것으로 무함 
마드 알리 사부니 학자는 보고있다(사프와트 타과씨르 제5권 p.105). 

3) 아브라함도 서둘러 천사들에게 인사하였다. 

70- 1) 음식 
2) 아브라함이 대접한 구운 송아지 고기에 손을 대지 아니 할 뿐 아니라 음료수도 마시지 아니 
한 그들을 보았을 때 두려움에 두려움이 더하여졌다. 아랍 관습에 따라면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한 음식을 손님이 먹지 아니할 경우 그 손님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불 
운의 소식을 가져온 손님이라 생각하였다고 까타다는 풀이하고 있다(알따브리 71/12). 

3) 이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길，“당신이 제공한 음식을 먹지아니한 우리를 보고 두려워 
하지 마시요. 우리는 당신 주님의 천사들로 먹지 아니하며 롯의 백성들을 멸망케 하기 위해 
왔을 뿐이요”라고 하였다. 

、내少效고牌與 ■렘⑶故 
©雜 

찾丄 3년느匕^ 
©、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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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서있던 그의 아내는1〉미소 
j 지어 웃더라 

72. 이때 그녀가 말하길1> 맙소서 
I 내가 아이를 가진다니 나는 이미 
늙은 여자이며 나의 남편은 노인 
이 아니더뇨 이것은 실로 이상한 
일이로^^ 

此빠拔此5辨所以;與쇼街 

73. 그들이1> 말하길 하나님의 명 
령을 이상하게 생각하느뇨 너회에 
게 하나님의 온헤와 축복이 있으 
라 하니 가족들이여2》실로 그분은 

{ 찬미와 영광으로 충만하시니라 

_ 요寒^년^ 선^소^^ 
©，닭己“，逆IfeP 

I 74. 두려움이 아브라함에서 떠나 
고 복음이 그에게 달하니 롯의 백 

； 성을 위해 하니님께 기원하더라1ᅭ 

업推 u燃名愁與0分:必 Ci졌 
斜떠 

| 75. 실로 아브라함은 온화하고 
간구하며 회개하는 분이시라 

@44約T後端名?成 

76. 아브라함이예> 이것은^ 간 
: 구하지 말라 이것은 네 주님의 명 

령이라 실로 그들에게 벌이 있을 
지니 이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니 

J 라 
1 

©心지 ■ 

71-1) “그의 아내”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토，바이다위(Baidhawi)에 의하면 이 당시 아브라 
함의 나이 120살* 그의 아내 사라 나이 100살의 나이로 아이를 갖을 것이라는 소식에 놀라 
면서도 가능할까 하는 의아심에 미소지어 웃온 것으로 풀이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105). 

j 72-1) 기쁘고 놀라 말하길 
2) 이런일은 보통 일어나는 일이 아닌 이상한 일이라. 

1 73-1) 천사들 
1 2) “가족들”이라고 호칭한 것은 아내와 가족 전체를 일컫는 인사예법으로 직설적으로 아내의 

안부나 인사를 전하는 것 보다는 가족이란 호칭으로 인사 및 안부를 묻는 것이 예의 임올 
I 시사하고 있다. 

t 74-1) 이상한 손님들이 천사들이라는 것올 알고 또 자손을 갖게 되리라는 복음올 들은 후 아브라 
함은 안정을 되찾고 죄지은 롯의 백성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 기원율 드렸 

1 다 

76-1)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길 
2) “이것은” 롯의 백성의 멸망올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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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렀을 
때1》그는2> 그들을 보호할 힘이 없 
어 슬퍼하며 오늘은 괴로운 날이 

로다 

78. 그의 백성이 서둘러 그에게 
왔으나 그들은 이미 사악한 행위 
를 일삼고 있었노라 이때 롯이 이 
르되 백성들이여 여기 내 딸들이 
너희를 위해 순결하니라1> 하나님 
을 경외하고 나의 손님 안에서 나 
를 저주하지 말라 너희는 정직한 
자들 가운데 있지 않느뇨 

79. 이때 그들이 말하매1> 우리는 
당신의 딸들을 원하지 아니함을 
그대는 알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리요 

80. 이에 롯이 이르되 내게 너희 
를 제지할 수 있는 힘이 있거나 
강력한 후원을 얻올 수 있다면 좋 
으련만 라고 말하니 

81. 천사들이 말하길 롯이여 우 
리는 그대 주님으로부터 온 사자 
들이라 그들이 결코 그대를 해치 
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그대의 가 
족과 함께 어둠을 타고 떠나라 그 
리고 너희 가운데 누구도 뒤돌아 
보지 말라 그대의 아내에게는1> 그 

0活冗디i조匕;;죠么 左고ᄐᄂ 
©冬뇨9多도公노 

心J與於乂妙邊沒썅特5 
創때쌌典珍槪鄕々次%!與 

©성於:及교빼넜效； 

被;聲々的約,孤:격樹與 
災a 

© 쇼i쇼表닷 

免以仏⑷文i선^々과과 
次상必여따鄭과' 

©노“%유4노내ᅲ 

77- 1)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롯의 백성들을 멸망케 하였을 때 
2) 아브라함 

78- 1) 구약성서 창세기 19장 14절과 31절에서 38절까지에서는 딸들이 아버지께 술을 먹인 후 동 
침하여 아들을 낳고 큰딸에서 난 자손의 이름을 모암이라 하였고 작은 딸에서 낳은 자손의 
이름을 벤암이라 하였다는 얘기를 전하고 있으나 꾸란에서는 어느 곳에도 그러한 추행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본절에서 “내딸들”이라고 롯이 얘기 한 것은 그 고을의 어떤 젊은 여 
성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직도 아랍사회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에 
게 말올 할때 왈라디(나의 아들)란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79- 1) 백성들이 롯에게 말하길 

81-1) 예언자인 롯의 부인은 그녀의 남편에게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불신자였다. 뒤돌아 
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나 그녀는 그 말씀을 거역하여 뒤를 돌아본 죄로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다<창세기 19장 沈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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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들에게 있었던 재앙이 있으리라 
아침이 곧 그들을 벌할 시간이니 
아침이 곧 다가오고 있지 않느뇨 

82.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 그 도시 
를 뒤엎고 그곳에 비를 내리게 하니 

[； 진흙의 돌덩어리가 끊임 없더라 

以匕고ᄑ映匕鄕;故히公使成 

© 多;公서一士보“^ 

83. 그것은 그대 주님으로부터 
벌의 상징이라” 그러므로 그들은 

!； 죄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함이라 

©낭一I싶與^〔쓰匕;'후。文:로그 

84. 마드얀 백성에게 그들의 형 
제1> 슈아이브를 보내니 그가 이르 
더라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섬기라 

1 그분 외에는 너희를 위한 신이 없 
도다 또한 양과 무게를 적게하지 

I 말라 나는 너희가 번성하는 것을 
보고 있으나2> 멸망되는 날3> 너희 
에게 벌이 있을까 두렵노라 

0띠 I\，i出얏향成과此 

及i 씨取典느河도段과i 

85. 사람들이여 양과 무게를 정 
당하게 채우고 그들의 권리인 물 
품을 횡령하지 말며 지상에서 부 
패를 일삼지 말라 

뼈^빼 상U놘 

86. 너희가 진실한 신앙인이라면 
Sj 하나님께 순종함이 너희에게 복이 

되리니1> 나는^ 너희의 수호자가 
용 。>니라직 

多》G化 f i포냐함公향^소& 

期-1) 각 돌마다에 던진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라비의」는 풀이하고(사프와트 타파씨르 제 
S 5권 p.109) 그 돌은 대지 위의 돌이 아니라는 것을 “그대 주님으로부터”라는 절이 입중하고 

있다고 r꾸르뚜비」는 덧붙이고 있다(알꾸르뚜비 83신》. 

84-1) 본장에 언급된 에기 중에서 6번째의 얘기로 슈아이브도 같은 마드얀 부족의 한 일원이었다. 

i 그래서 슈아이브도 그들의 한 형제라 표현되고 있다. 

2) 저울의 눈과 무게와 양을 속여 부자가 되는 너희를 보고 있도다. 

1 3) 부활의 날 

效-1) “바끼이야투 알라”의 뜻은 하나님과 함께 남아있는 것이란 언어적 뜻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로 하여금 하람(금지된 것)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할랄(허락된 것) 편에 남도록 하는 것이 

| 라고 풀이되나 「무자히드」는 하나님에의 순종이라고 풀이하고 있다<알따브리 1_2). 

1 2) 슈아이브 
3) 나는 너희가 행한 결과를 지켜주고 보호하며 보상을 주는 자가 아니며 단지 충고하고 내세 
에서 있을 벌에 대하여 경고하여 주는 자에 불과하니라. 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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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그들이 말하길1》슈아이브여 
그대의 기도는2》우리 선조들이 섬 
기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만 두 
도록 명령하려 함이뇨 아니면 우 
리의 재산을 우리의 뜻대로 함을 
그만 두라 함이뇨 그대야 말로 은 
혜가 깊은 지도자가 아니더뇨 

88. 그가1》이르길 백성들이여 나 
의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예증이 
있었고2> 내게 좋은 양식올 주셨노 
라3> 내가 너희에게 금기한 것을 
내가 위반하지 아니하며 나의 능 
력을 다하여 너희를 참되게 하고 
싶을 뿐이라 그러나 나의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나니 나는 그분께 
위탁하고 그분께로 귀의 함이라 

89. 백성들이여 너희를 죄되게 
함은 나의 반목이 아니라 너희의 
불신 때문이라 노아와 후드와 살 
레 백성이 벌을 받았듯이1> 너희에 
게도 벌이 있으리라 롯의 백성도 
멀지 않았노라 

90. 그러므로 너희 주님께 용서 
를 구하고 그분께 회개하라 실로 
나의 주님은 자비와 사랑으로 충 
만 하심이라 

91. 이때 그들이 말하더라 슈아 
이브여 그대가 말한 것올 우리는 
많이 이해하지 못하니 그대는 우 

면방 로^逆光상必표 
J뺐해때 P 예대巧必 

起육도; 友,G 타士冗6L多3 시1土一“3납 

고H 째I짯김과衣功 
쇼!르文느今 숫仏1욕夕!交々、，乂， 

©성 

0說終次以%빼와述 
多以文3 ᄃy分一;多보々;今;。多;多 

©被“必강넜施彩效端대 

87- 1)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올 경배하되 무게와 저울 눈올 속여 부를 축적하지 말라고 슈 
아이브가 그의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 백성들이 대답하여 말하길, 

2) 기도는 종교를 의미한다. 

88- 1) 슈아이브 
2) 복음과 예언자로서 선택 받은 것 
3) 허락된 재산，슈아이브는 많은 재산과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5권 

P.110). 

效-1) 노아의 백성은 대홍수로 익사하였고 후드의 백성은 바람과 폭풍으로써 그리고 살레 백성은 
공포와 전율로써 멸망하였다<사프와트 타과씨르 제5권 p.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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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리 가운데서 허약할 뿐이라 만일 
그대의 가족이 없었다면 그대에게 
돌팔매질을 했을 것이라 그대는 
우리 가운데서는 강하지 못하노라 

92. 그가1ᅭ 이르시길 백성들이여 
나의 가족이 너희에게는 하나님보 
다 더 강하게 보이더뇨 너희는 하 
나님을 등너머로 경멸하였으니 실 
로 나의 주님은 너회가 행하는 모 
든 것을 알고 계심이라 

炎沒的^;M與不接^與여 
©起회다 Ci했않約2 

93. 또 이르시길 백성들이여 너 
희 능력에 따라 행하라 나는 나의 
일을 행하리라 너희는 저주할 벌이 
누구에게 오는가를 알게 될 것이며 
누가 거짓하는 자인가를 알게 되리 
라 그럼으로 기다려라 나도 너회와 
함께 기다리고 있노라 

여 6빠 
교⑶);하以》; 사it와고성心 

@始心 

94.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 슈아 
이브를 구하고 그와 함께 믿음이 
있었던 자들을 그분의 은혜로써 

S 구한 후 하늘의 함성이 죄지은 자 
^ 들을 엄습하니1》그들은 아침에 그 
1 들의 집에서 시체가 되어 있더라 

f文ᄂ錄在ᅫ3 다煙^ 取均S 
，必^文^^쇼功다 

95. 그들이 그곳에서 오래 거주 
하지 아니했던 것 같이 마드얀의 
백성을 멸하니 이는 사무드 백성 
을 멸한 것과 같더라1> 

爲쌌占；々JS臟與夕故 

96. 그리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과 권능을 주어1> 

蟲一흙取^版혀篇 j 

[ 92-1) 슈아이브 

94-1) 가브리엘 천사가 함성을 보내니 그들 육체로부터 영혼이 나가 버렸다고「꾸르뚜비」는 풀이 
요 하고 있다(알꾸르뚜비 9公9X ? 

效-1》하나님께서 벌올 내려 그분의 은혜로부터 사무드 백성을 멀리 하였듯이 마드얀의 백성들도 I 
j 그분의 은혜로부터 멀리 하지 아니했느뇨?(알따브리 9/12) 

96-1) 모세의 이야기는 본장에서 7번째이며 마지막으로 언급된 예언자의 이야기다. 하나님은 모 

■深^■■活務^致臣^雜四■紋强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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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그렇게 하여 그 고을을 멸 
망케 함은 그대 주님의 벌하심이 
라 이는 그들이 죄지은 가운데 있 
을 때라 실로 그분의 벌은 가혹한 
고통이 라 

6있않紙 Si起y必과成 
@ 3一요 5상다心있 

103. 그 소식 가운데1ᅩ 내세의 벌 
을 두려워 하는 자를 위한 예증이 
있나니2> 그것은 사람이 함께 모이 
는 날이며3》그것은 증언의 날로써4> 

용했。版 션화故i 

104. 하나님이 그날을” 한정된 
일정 기간까지 지연시키고 있을 
뿐이라 

105. 오는 그날엔 어느 누구도 
그분의 허락없이 말하지 못하리니1》 
불행한 자들과 행복한 자들이 있 
게 되니라 

與화雄抄於 jS紙※石 

106. 이 불행한 자들은 불지옥에 
있게 될 것이매 그곳에는 그들을 
위해 한탄과 통곡밖엔 없노라1> 

했松;見妙典제산的 

107. 천지가 존속하는 한 그들은 
그안에서 영생하나1> 그대 주님의 
뜻이 있는 자는 제외될 것이라2> 

교技例쇼淑쇼，少於起쇼、용 

103-1) 예언자 및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소식들 가운데는 
2)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 하고 내세의 벌을 두려워 하는 이들을 위한 교훈이 있나니 

J 3) 모든 피조물이 모여 보상과 벌을 받는 날로 
1 4) 하늘과 대지의，사람들과 먼저온 사람들과 후에 온 사람들이 중언하는 날로써(사프와트 타 

파씨르 제5권 다115》「이브누 압바스」는 의로운 사람과 사악한 자가 중언하는 날이라 풀이 
1 하고 있다(알꾸르뚜비 9公公》. 

1 104-1) 부활의 날 

1 105-1) 하나님의 허락을 받온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나니. 

" 106-1) 따바리는 꾸타다가 전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불지옥에 들어간 불신자들 
1 의 소리는 당나귀 같은 소리로 첫번째는 한탄하는 소리요 마지막 소리는 통곡하는 소리와 
S 같다고 해석하고 있다<알따브리 117/12). 

1 107-1) 아람인들은 영속적인 것 또는 영원한 것 등을 묘사하고자 할 때 “하늘과 대지가 존속하는 
한 이것은 영원하니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따바리」는 설명하고 있다.「이브누 제이드J 

" 는 44하늘이 하늘로서 대지가 대지로써 존속하는 한 그들이 그 안에서 영속할 것이며”(알따 
j 브리 117/12)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균 2)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백성들만이 >1외될 것이라(알따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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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그분은 원하시는 대로 행하 
시니라 

108. 그러나 축복을 받는 자들은 
천국에 있게 되어 주님의 뜻에 따 
라 그곳에서 영생하리니 이는 천 
지가 존속할 때까지라 실로 그분 
은 끝없이 은혜를 베푸시니라 

109. 이들이 섬기던 것에 관하여 
의심치 말라1> 그들은 이전에 그들 
선조들이 섬기던 대로 숭배하니 
하나님은 감소하지 아니하고 그들 
의 몫을 그들에게 돌려 주리라 

110.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서를 
보냈을 때 그에 관하여 의견을 서 
로 달리 하더라1》만일 주님의 말 
씀이 없었더라면 그들 위에 이미 
심판이 있었으리라2> 그런데도 이 
들은 그것에3> 관하여 의심을 하고 
있느뇨 

111. 실로 주님께서는 그들 업적 
에 따라 그들 각자에게 보상하리 
니1ᅮ 실로 그분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이라 

여니꾜起좌해鄭쑈교，，， 
애起多 5!체 

鄕必^此製以及松0起앗 
災^接께雄Sg炎합“ 

移짓於必,니必錄述 
次李넜쌌以혹 (선책嚴복 

도홴》術起;^©炎疏 

109- 1) 불신자들의 신앙은 실로 방황하는 것이거늘 그들 종교가 멸망하리라는 것에 대하여 의심 
치 말라. 

110- 1)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약성서를 보냈듯이 무함마드에게도 성서 즉 꾸란을 보냈을 때 모 
세의 백성 가운데 일부는 그것을 불신하고 또 그들 가운데 일부가 그것을 믿었듯이 꾸란 
이 계시되었을 때도 그러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심판을 지연하는 말씀이 계시 
지 아니했다면 이미 그들은 그때에 심판을 받았으리라. 본절은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안하 
는 절로써 계시되고 있다. : “무함마드여! 이들 불신자들의 거짓이 그대를 슬프게 하지 아 
니하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대에게 푸르깐올 계시했던 것처럼 모세에게 타우라(구약)를 계 
시 했을 때 그 성서에 관하여 그들 중의 일부는 거역하고 일부는 믿었으니 그대 무함마드 
의 백성들도 모세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였느니라”(알따브리 12分 12) 

2) 하나님께서 심판과 부활의 날까지 계산과 보상을 머루지 아니 했더라면 그당시 판결이 되 
어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의로운 보상을, 사악한 자들에게는 사악한 응벌을 이미 내렸으리 
라. 그러나 하나님은 앞서 r까다르」로써 보상을 심판의 날까지 미투었다. 

3) 꾸란 

111- 1) 그대 주님께서는 믿는 신앙인들과 불신자들 각자에게 그들이 행한 결과대로 내세에서 보 
상을 주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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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렴■理s親無，活■트«强^ 

112. 그대가 명령받은 대로 준수 
하라n 또 그대를 따라 회개하고 
죄악을 범하지 않는 자도 그러하 
나니2》실로 그분은 너희가 행하는 
것들올 보고 계심이라 

113. 의롭지 못한 자들에게 마음 
을 기울이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 
면 불이 너희를 엄습하리라 하나 
님 아니고는 어느 무엇도 너희를 
위한 후원자가 없나니 그 후엔 너 
회는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리라 

114. 그날의 두편에 예배를 하고 
밤이 시작하는 시각에 예배를 드 
리라1> 실로 선행은 악을 제거하여 
주나니 이는 염원하는 자들을2> 위 
한 교훈이라 

115. 그리고 인내하라 실로 하나 
님은 선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보 
상을 저버리지 아니 하시니라1> 

116. 그대 이전에 지상에서 해악 
을 퍼뜨리는 죄악을 금기하는 지 
헤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한 
소수 외에는 없었단 말이뇨1> 죄지 
은 그들은 그들의 향락을 쫓아 죄 
악을 더하여 갔더라 

必⑶⑵此賊抄; 

최冗必⑷。均必계必 
©疏、‘身때’떼^必技 

© 仏회!多%S建ᄂ있이5—; 

心始藏！상I炎탄。，&心成吹 
1고향t빼겠나:抄別심난 

必匕쌌逆#必松與約 

112-1) 무함마드여!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대로 준수하고 실천하라. 
2) 불신과 무신론_의 상태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그리고 그대를 따라 믿는 신앙인들도 마찬가 
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실천하라. 

114- 1) “그날의 두편”온 ■•파즈르” 시간과 “아스르” 시간을 의미하며 ••밤이 시작하는 시각”이란 
“마그립”과 “이샤”시간을 의미한다. 또한 본문에서 말하는 선행이라 함은 하루에 5차레 
행하는 예배로 하루 5차례 예배를 행함으로서 그날의 조그마한 잘못들에 대한 보상이 된 
다고 하디쓰가 입중하고 있다. 

2)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며 예배를 지키는 이들 

115- 1) 무함마드여! 불신자들이 저지르는 모든 불결함과 죄악에 접할 때 인내하라 실로 하나님은 
그대와 함께 있으며 선행을 실천하는 이들을 위한 보상은 절대로 저버리지 아니 하시니 
라. 

116- 1) 본절에서「라우라」는 후회나 슬픔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노아의 백성，아드 및 사무드 그리 
고 그 이전 백성들처럼 인도받지 못한 옛 공동체에 대한 후회와 슬픔을 암시하고 있다(알 
바흐르 271/5). 

I 圖，^■活延1험述건!■용최我펴⑮■ES;聲해;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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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단순한 잘못이 있으나 백성 
이 참회할 때 주님온 그 고을을 
멸망케 하지 아니 하시니라1> 

必均名%5썬仏했起도炎。 

118. 주님이 원하셨다면 모든 백 
성을 한 공동체로 두셨을 것이라1》 
그러나 그들은 논쟁을2》그치지 아 
니하더라 

6갖遠생니]닙나制죄路起힛 

119. 그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제외됨이라 그리하여 그분은 
그들을 창조하셨고1》말씀을 완성 
하셨으니 그들의 지옥을 영마와 
사람들로 함께 채우리라2) 

切^被 破 

췌士仏분^황 ：j 

120.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이 
야기를 그대에게 전함은 그것으로 
하여 그대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자 함이며1> 그 안에서 진리와 교 
훈과 믿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이 
그대에게 도래하였노라 

임想노춰必셋起。좌J상銳 

©士및lu分)력5도以，많나1엇다 ：) 

121.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라1> 우리는 우리의 일을 행하 

니라 

起版)改%^ 從成)i; 

122. 그리고 기다려라 우리도 기 
다리고 있느니라 ©엶려Kps ； 

117-1) 하나님은 실수나 단순한 잘못으로 백성을 멸망케 하시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그들이 창조 
주를 불신하고 창조주의 명령을 거역할 때 멸망케 한다. 

118-1)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하여 이슬람의 한 공동체로 하실 수 있었으나 그렇 
지 아니 하셨으니 거기에는 또다른 창조주의 지혜가 있었느니라. 

2) 각 종파간의 이설과 논쟁 

119-1)「리달리카^ 에서 ^ 은 결과를 나타내는 문자로 블행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 사이를 다르 
게 하여 천국으로 이르는 무리와 지옥으로 이르는 무리가 있도록 하였다는 뜻으로 이해된 
다(알따브리 144Z12). 2 

2) 사탄을 따르는 모든 인간과 그밖의 피조물 모두를 지옥으로 들게 하리라. 

120-1) 무함마드여! 우리 하나님이 그대에게 이전 예언자 및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전하여 준 의 
도는 그대로 하여금 그 메세지를 실천함에 견고하고 그대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자 함이니 
옛 예언자 및 선지자들이 인내하였듯이 그대 무함마드도 인내하라; 1 

121-1) 너희 방법과 너희 계획대로 하여 보라는 뜻으로 경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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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또한 천지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어1ᅩ 만 
사*가 그분에게로 귀의 하나니 모 
두가 그분을 섬기라 그리고 그분 
에게 의탁하라 주님은 너희가 하 
는 모든 일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 
시라2) 

수'取，炎쌍法銳。■님와次必 
©빠꽤擔必:향 

123-1) 하늘과 대지 안과 밖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인간의 시야에 보이지 아니한 모든 것을 하나 
님은 알고 계시나니 

2) 너희는 너회의 어떤 일도 하나님께 숨길 수 없으며 너희가 행한대로 보상을 받느니라. 



제 12장 요 셉 

요셉 장은 예언가ᅡ들에 관한 메카 계시중의 하나로 hi절로써 야곱 

의 자손 요셉에 관한 애기가 언급되고 있다. 생명은 하나의 꿈과 환상 

으로 은유되어 표현되고 있다.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 요셉이 그의 꿈 

에서 본 사실이 그의 배다른 10명의 형제들에게는 불쾌했을 뿐이다. 

그래서 그 이복형제들이 요셉을 음모하여 우물안에 버리자 그를 발견 

한 대상들은 그를 몇푼의 돈을 받고 한 상인에게 팔아 버렸다<제7장 

1〜20절 참조). 그리하여 요셉은 그 상인에 의해 애굽으로 가게 되어 
「아지즈」라고 하는 애굽의 재상 집에서 양자로 자라게 되었다. 요염 

한 그 고관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여 성적 사랑을 요구했으나 실패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요셉은 불명예스럽게도 감옥살이를 치루게 된 

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감옥에 있는 여러 죄수들에게 진리를 가르치 

고 친절을 베풀었다. 요셉의 꿈이 해명대로 한 죄수는 감옥에서 풀려 

나 왕의 궁궐에서 잔들이는 하인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12장 21ᅳ42 

절). 

어느날 애굽 왕의 이상한 꿈으로，함께 감옥에 있다가 요셉의 해몽 
에 따라 왕의 하인이 된 그를 통하여 요셉은 왕의 꿈을 해몽할 기회 

를 갖게 되었다. 요셉은 자기에 관한 모든 풍문이 공식적으로 해명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요셉은 왕으로부터「와지르」의 직 

책으로 임명을 받게 되었다. 

몇년 동안의 흉작 및 기근으로 시달리던 요셉의 이복형제들이 애굽 

을 찾았을 때 요셉은 그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그들을 친절히 환대하 

면서 그의 친형제이며 가장 막내인「벤자민」을 데려와 달라고 부탁하 

였다(12장 43〜效절). 

요셉은「벤자민」을 전략적으로 구류시켜 놓은 다음 그의 이복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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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들로 하여금「가나안」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야곱과 전 가족을데 
려오도록 이복형제들을 돌려 보냈다(12장 69~93절》. 
그리하여 야곱이 애굽에 오게 되고 그곳에서 안락하게 정착하였으 

며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목적이 내세에서 완전히 
밝혀질 것이라고 계시되고 있다(12장 94〜111절》. 
본절이 계시된 이유는 유대인들이 선지자에게 요셉의 이야기 및 야 

곱의 자손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질문하였을 때 본장이 계시된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6권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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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우시고 자세^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알리프 람 라 그것은 분명한 
성서의 예증이라1> 

2. 하나님이 꾸란을1> 아랍어로 
계시하사 너희는 깨닫을 것이라 

3. 하나님이 그대에게 가장 o|름 
다운 얘기를 전하니1> 이는 그대에 
게 꾸란을 계시함이라 실로 그대 
도 이전에 알지 못한자 가운데 있 
었노라 

^鐵^ 
■돎종염험!Hff염은” 

玄九^ 必 U-起 

뺐效혹^거최3主以 
© (교“년I 占，J 社고노소(ii; 김여 Kii 

4.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제가 
꿈에서 열한개의 별과 해와 달을 
보았는데 그들이 저에게 부복하였 
습니다 말하니1> 

© 쇼려획;^과고次T 

1- i) 「아야」는 상징 또느 예증 및 꾸란의 절 둥올 의미하나 여기서는 전체가 요셉에 관한 이야 
기이므로 하나님 계획에 의한 예증 및 기적으로 볼 수 있다. 

2- 1) “꾸란”은 (1) 읽혀 지는 것. ⑵ 낭송 되는 것. ⑶ 선언 되어진 것 둥의 언어적 뜻을 갖고 있 
으면서도 동시에 절 또는 쑤라 또는 계시된 말씀 전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3- 1) 그대 무함마드에게 그대 이전 세대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과 가장 훌륭한 설명으로써 이야 
기 하고 전하여 주나니 

4- 1) 요셉은 창주조가 선택한 예언자 중 한 예언자로 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둘 필 
요가 있다. 큰 아들은 이스마엘로 제2장 124-129절에서 언급되고 있다. 아브라함욘 모든 예 
언자들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워지곤 한다. 한편 야곱은 4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세 부인으로 
부터 10명의 자손을 두었고，라벨(아람어로는 아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부인으로 부터는 
야곱의 나이가 들어서 두 of들 즉 요셉과 벤자민을 막내로 두게 되었다. 한편 이 이야기는 
야곱의 나이 약 17세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측되며 야곱과 그의 회중이 거주한 장소는 가나 
안 땅이었다. 현재 나블루스 근처로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30마일 쯤 떨어진 곳이며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밀어 넣은 우물이 아직도 이 근처에 유적으로 남아 있다. 한편 요셉이 꿈에 
서본 11개의 별은 그의 11명의 형제들을, 해와 달은 그의 부모를 의미하며 그때 요셉의 나이 
12살이었으며 그의 아버지와 애굽에서 만날 때는 그의 나이 40세로(사위 알라 알 잘라라이 
니 234/2) 풀이되고 있다. 한편 유스프 알리는 11개의 별이 그에게 부복하는 꿈을 꾸었을 그 
때 요셉의 나이 17세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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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버지 이르시되1ᅮ 얘야 너의 
현몽을 형제들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들이 너를 음모하려 할 것이라2ᅮ 
실로 사탄은 인간에게 적이니라 

6. 그리하여 주님이 너를 선택하 
여 너에게 꿈을 해몽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충만케 하 
시어 야곱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 
니 이는 너의 두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충만케 했던 것과 같음 
이라 실로 주님은 아심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7. 실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소식은n 구하는 이들을 위한 교훈 

이라2) 

8. 그때 그들 형제들이 말하더라 
요셉과 그의 이•우는 힘이 센 우리 
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하니 실 
로 우리 아버지는 방황하고 있음 
이라1》 

9. 그리고 말하길 요셉을 살해하 
던지 아니면 먼곳으로 보내라1》그 
리하면 아버지의 은혜 모두가 너 
회의 것이 될 것이며2》그후3》너희 
는 정의로운 백성이 되리라 하니 

상^^명 

在V分꽤避乂系 ai；o^s 
빠■後聲 
聲化와;⑷雄。逆，聲 

(起然各 

©抄與놘移此延沙고 

法^ISi 4^3 
0乂以、^ 싶띠占！사외土 

典^빼빼^ 

5-1)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2) 어린 요셉은 순진하여 이복형제들의 증오와 교활함을 알지 못하였으나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요셉에게 경고하였다. 

7- 1) 요셉과 그의 11명의 형제 소식 
2) 아야트 : 꾸란의 절, 예중 및 교훈이란 뜻으로 본절에서의 의미는 교훈으로 이해된다. 

8- 1) 이복 10형제는 순진한 그의 형제 요셉과 벤자민을 시기하고 증오하였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 야곱을 어리석은 늙은이라고 멸시를 하였으나 야곱은 지혜가 있었으므로 어리며 순 
진한 두 아들이 보호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고 요셉의 정신적 훌륭함을 인식하였다. 본절은 
요셉에 대한 첫번째 시련을 암시하고 있다. 

9-1) 아무도 모르는 먼곳에 요셉을 버려두라. 
2) 요셉으로 인하여 아버지는 우리를 외면하니 요셉이 없어지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 
풀고 우리에게만 관심을 갖게 되리라(알라지 94/18) 

3) 요셉을 살해하던지 아니면 o)무도 모른 외딴곳에 버려둔 후 회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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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그들은 그를 소액의 은전 몇 
푼으로 팔아버리니 그를 하찮게 
간주하였더라1> 

21. 그를 산 애굽인이1》그의 아 
내에게 말하기를 잘 보살피시요 
이 애는 아마 우리에게 유용할 것 
이요 아니면 그를 o!들로 삼읍시 
다2> 하더라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땅에 거주케 하고 꿈의 해 
몽을 가르쳤노라 하나님은 완전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나 사람들은 
알지 못하더라 

22. 요셉이 성장하매 하나님은 
그에게 힘과 지혜를 주었으니 이 
렇둣 그분은 선을 실천하는 이들 
에게 보상하시니라1》 

23. 그러나 그가 있던 집 여주인 
이 그를 유혹하며 문들을 잠그고1》 
그녀에게로 오라하니2》그가 말하 
기를 하나님이여 거두어 주소서3> 

20- 1) 요셉에 대한 두번째 시련으로 우물에서 발견한 어린 요셉을 대상들은 몇푼 안되는 20디르 
함에 팔아버렸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6권 p.10). 

21- 1) 요셉은 이제 이복형제들의 중오와 결투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다. 상인이 요셉 
을 애굽으로 데려가 그 당시 애굽의 수도였던 멤피스 도시에서 요셉올 팔았는데 이때 요셉 
을 산 사람은 r까뜨피르」즉 아지즈라고 하는 에굽의 한 고관이었다고 r이브느 압바쓰j 는 
풀이하고 있다(알따브리 17E從). 

2) 아들을 갖지 못할 경우 

22- 1) 요셉이 가나안 땅을 떠났을 때 17ᅳ18세의 성숙지 못한 나이였으나 천성이 순진하고 선량 
하였다. 애굽에서 그는 운명의 변화를 거쳐 지식과 판단력 그리고 남성답게 성장하였다 
(Abdallah Yusuf Ali. The Glorious Kuran. pi557 주 1664). 

23- 1) 7개의 문이 있었는데 모든 문을 잠그고 그녀에게로 유혹하였다고「꾸르뚜비』는 풀이하고 
있다(알꾸르뚜비 1我/이. 

2) 이 절은 요셉에 대한 세번째 시험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집주인이며 고관의 아내인「줄라이카」의 요셉에 대한 사랑은 육체적 사랑이었다. 그래서 요 
셉은 다음 세가지 이유로 그 사랑을 거역하였다. 

① 나는 나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니 당신은 당신의 남편 r아지즈」에게 아내의 의무를 다할 
것이며, 

② 나에게 친절과 예의와 존경으로 나를 맞이하여 준 당신의 남편이 나보다 더 훌륭함이요， 
③ 당신은 열정의 하나만으로 죄를 범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신 

성함올 지켜야 된다는 세가지 이유로 본다. 

심보谷;및ji피一 

雄技% 與心身占뼈li쳇난 

솨炎代y松직?U技j 

破5,최수以^，接妙 4班:; 

3多ᄌJ 와以 S匕明別^ 십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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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은4> 저의 주인으로 저를 보호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실로 죄 
인들은 번성하지 못함이요 라고 
하였더라 

24. 그녀가 그에게 욕정을 품었 
으매 그도 주님의 예증을 보지 않 
았더라면 그녀에게 관심을1ᅩ 두었 
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로하여 
금 간음으로부터 피하게 하였으니 
그는 한 충실한 성인이었노라 

25. 둘이 쫓기고 뒤따르며 문으 
로 나올 때1〉그녀는 그의 등어리 
옷을 찢더라2> 둘이는 문전에서 그 
녀의 남편을 만나매 그녀는 당신 
의 가문을 더럽히려는 자에게 투 
옥이 아니면 고통스러운 벌 외에 
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거짓 
하더라 

26. 이때 요셉이 말하기를 나를 
유혹한 것은 그녀이었습니다 라고 
하니 그녀의 가족중에1》한 중인이2> 

중언하길 그의 옷 앞부분이 찢어 
졌다면 그녀가 진실이나 그가 거 
짓말 하는 것입니다 하더라 

섟此상淑與必느^교 
。斗려I; 典此占，屬公 

® 么과分타“ 

요호文5 ‘Qi 法5그; 
그此的G 

切版⑷우必작“於^公明 

©조고노多J 

4) 당신의 남편 

24-1) 인간의 본능으로서 유혹을 받은 요셈도 관심과 욕정이 있었으리라. 그러나 요셉의 욕정과 
관심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그녀가 품은 의도적 욕정과 요셉의 인간 본능의 양심은 
전혀 다른 것이라 해석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6권 p.13). 

沒-1》그녀는 요셉에게 욕정을 품으매 요셉의 기도는 그녀에게 01무런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 
요셉도 한 인간으로써 남성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격렬한 사랑과 그녀의 0>름다움은 요셉의 
신앙에 큰 시험을 주었다. 그러나 요셈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보호를 구하였으니 그녀가 욕 
정으로 눈이 어두워 무 것도 보지 못하나 요셉의 영적 시야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었 

다. 즉 그녀는 문을 잠그면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요셉은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시험을 물리쳤다- 

2) 부인은 문쪽으로 피해가는 요셈의 둥을 잡고 있었으므로 그 옷을 잠아당겼을 때 등쪽의 옷 

이 찢어졌다. 

26-1) “아홀”이란 가족 또는 가문이란 뜻 외에도 아랍사회에서 남의 아내를 말할때는 “아홀”이라 

고 이따금 사용되고 있다. 
2) 그녀 가족중에 한 중인이란 그녀 외숙모 들인 요람에 있는 얘기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 
을 하게 하였다고 r이브느 압바스j 는 풀이하고 있다(알따브리 19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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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그러나 그의 옷 뒷부분이 찢 
어졌다면 그녀가 거짓이며 그가 
정직한 자 입니다1> 

28. 그리하여 그의 옷 뒷부분이 
찢어졌음을 보았을때 그가1ᅭ 말하 

I 길 보라 이것은 당신 여자의 술책 
! 이며 당신 여자의 술책은 실로 훌 

륭하오 하더라^ 

29. 요셉이여 이 사실을 비밀로 
하여주오1> 그리고 아내에게 일러 

5 죄악에 대한 용서를 구하시요 당 
5 신이 사악한자 중에 있었습니다 

i 하니 

30. 그 도시의 여성들이” 말하기 
를 아지즈의 아내가 그녀의 종을 
유혹하고 그가 그녀를 열렬히 사 
랑하니 우리는 그녀가 방황하게 
됨을 보리라 하더라 

31. 줄라이카가 여자들의 심술궂 
은 얘기를 들으매 그 여자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칼을 주며 요셉에 

27- 1) 만일 요셉의 옷 뒷부분이 찢어졌다면 그는 분명 쫓기고 있었으며「아지즈ᅪ 의 부인「줄라이 
카j 가 뒤에서 잡아당겼음에 틀림없는 사실이며 어느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주위의 
구경군들이 보았고 남편「아지즈」도 그것을 시인하였다. 

28- 1) 남편 
2) 사실이 모든 이에게 분명해지자 가장으로써의「아지즈」는 무엇인가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그러나 그의 입장은 어려웠다. 그는 국가의 한 고급 공무원이었으며 또한 그는 귀족출신의 
공주와 결혼함으로써 명예와 직위가 더욱 향상되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줄라이카』의 부 
정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을까? 그 고관은 자기 아내 줄라이카를 사랑했으며 또한 요셉의 
순진함과 도덕과 충성심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일들을 한 여성의 간계함과 성적 
사랑과 술책으로 다투어야만 했다. 

29- 1) 이 사실이란 그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했다는 것과 그 중거로써 요셉의 옷 뒷부분이 찢어진 
것으로 보아 부인이 증언한 것이 거짓이라는 사실 등을 가르키는 것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비밀로 하여 줄 것을 남편 아지즈는 요셉에게 부탁하고 있다. 

30- 1) 애굽의 도시에 있었던 여성들. 

그 여성들은 5명으로 물을 기르는 남자의 부인, 문지기의 아내，동물을 돌보는 남자의 부인, 

빵을 굽는 남자의 아내 및 감옥을 지키는 남자의 아내였다고「이브누 압바스」및 그밖의 
학자들이 전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6권 p.15). 

©은起分삶 

激■士制탄占쑈나與部 

約뼈; r따소i版！보 

대 5必以。神法必成i40私 
얽빠여:하와 

© 

松次o:챘，넓瓦그g多一成 
®至※心‘5파!시，5系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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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여인들 앞으로 나오라 하였더 
라 여인들이 그를 보자 찬양하며 

1 그들의 손가락을 자르매1》하나님 
이여 저희를 지켜주소서 이 분은 
인간이 아닌 훌륭한 천사가 아닙 
니까 라고 말들하였더라 

© 도！色&했3山교 ; 

32. 이때 부인이 말하기를 이 남 
자로 인하여 너회가 나를 비난했 
음이라 실로 내가 그를 유혹했으 
나 그는 완고히 거절하였으니 그 
가 만일 나의 명령을 이행치 않는 | 
다면 그는 투옥되어 보잘것 없는 

! 동반자가 되리라 말하며 

一^ 起요:射쇼향一致쇼痛 
뼈 향故며 

ᅭ: 33. 그가1》말하기를 주여 그녀들 
이 저를 부르는 것보다 감옥이 더 
낫나이다 당신께서 그녀들의 간교 
함으로 부터 저를 구하지 않으신 
다면 저는 그녀들에게 유혹되어 
어리석은 자중에 있게 되나이다 
하더라 

讀從;장 抄與妙3 
與疏다於歎分切縱 

34. 이에 주님이 그에게 응답하 
사 그는 그녀들의 간교함으로부터 

f 피했으니1》실로 그분은 들으심과 
아심으로 충만하심이라 

，과 公“45。讀고。?々 
© 名必나“의 

35. 그런데도 요셉이 완고하자 
그들은 그를 잠시 투옥하는 것이 
최선으로 알게 되었더라1> 

©'一參‘4述』M獻必※破 

1 31-1) 애굽의 여성들이 요셉에게 욕정을 품은 고관의 부인 줄라이카를 심술궂은 말로 조롱하자 1 
P; 그 부인은 사람을 보내 그 애굽여성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잔치를 베풀어 음식과 여러 남 
1 가지 과일을 대접하며 과일을 짜를 칼을 각각 주었다. 애굽여성들이 과일을 짜르기 시작할 

때 고관 부인은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여성들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애굽여성들이 요셉의 
남성미와 훌륭함에 놀라 과일 대신 손을 베어 피가 흐르는 것도 모를 정도로 요셉의 남성 

! 미에 유혹되어 있었다(질라루 알꾸란 232/12). 

[ 33-1) 요셉 

34-1) 이렇게 하여 요셉은 창조주의 보호와 은혜 속에서 세번째 시험과 시련을 이겨냈다. 

35-1) 요셉에 대한 4번째 시험이요 시련이 시작되는 순간으로 요셉의 생애동안 가장 어려웠던 시 1 

1 련으로 그것은 바로 감옥생활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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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그리하여 그와 함께 두 젊은 
이가 감옥에 들어갔으니 그중 한 

청년이 현몽하여 제가 술을 짜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른 청년은 제 
머리위에 빵을 이고 가는데 새가 
그것을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이 
꿈을 해몽하여 주시오 저희는 당 
신이 선을 행하는 사람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37. 이때 요셉이 말하기를 너희 
를 먹일 음식이 오기전에 그 꿈을 
너희에게 해몽하여 주리니 그것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것이라1> 실로 
나는 하나님과 내세를 믿지 아니 
하여 불신자가 된 백성들을 떠나 

38. 나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 
삭과 야곱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 
을 조금도 불신치 아니했노라 그 
것은 우리와 모든 백성에게 내린 
하나님 은혜라 그러나 많은 백성 
이 감사할 줄 모르더라 

39. 감옥의 두 동료여 서로 달리 
하는 많은 신들이1> 나으뇨 아니면 
절대자인 하나님이 나으뇨 

40. 그분 외에 너희가 숭배한 것 
들은 너희와 너희 선조가 이름 뿐 

15녹수々노상생쇼，i 여과多5‘。경^‘ 

©찌收있와處路 

읾닥松면免移換^臟技炯 
氏 故功逆※。향매秘W 
@《故^;^6생않 

化此p其丄s의;述r福此희요 
③ 고나》。색파아노과고 

技i휴 述#其:‘起을나 

36- 1) 요셉이 투옥되는 시기에 다른 두 사람이 투옥되었다. 이들 둘은 파라오 왕의 시중을 들던 
공무원으로 파라오의 노여움을 사 투옥된 것이다. 이 중 한명은 왕에게 술과 음료수를 마 
련하는 주요 임무를 말고 있었고 다른 한명은 왕의 식사용 빵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전 
자는 그의 꿈 속에서 다시 시중을 들어 술올 짜는 꿈을，후자는 빵올 나르는 하인이 주인에 
게 이르기 전에 새들이 그것을 먹어버리는 꿈을 꾸게 되었다. 

37- 1) 요셉은 꿈의 해몽을 요청하는 두 사람에게 해몽올 하기에 앞서 그들에게 유일신 사상을 가 
르쳐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였는데 이는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방법과 
갈았다. 그리고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도록 신의 뜻과 부여받은 능력으로 그들의 꿈 
을 해몽하여 주었다. 

38- 1) 예언자들 및 선지자들의 신앙을 따랐으며 

39- 1) 유용하지도 그리고 무용하지도 아니하며 구하는 자에게 응답도 못하는 우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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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이전 
에 그의 형제를 너희에게 맡겼던 
것과 갖지 아니하게 그를 맡길 수 
있느뇨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훌 
륭한 보호자이시니 그분은 은혜가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65. 그들이 그들의 안낭을 열어 
보니 그들의 상품이 되돌아 왔더 

라 아버지 저희가 더 원할 수 있 
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 
에게 되돌아온 저희의 상품입니다 
저희는 가족을 위해 곡식을 가져 
올 것이며 저희의 형제를 보호할 
것이며 낙타의 힘이 넘치도록 곡 

식을 가져오겠습니다1> 이것은 쉬 
운 일입니다 라고 하니 

66. 야곱이 말하기를 완전한 포 
위를 당하지 않는한1ᅭ 그를 데려온 
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 
세하지 않는다면 너희와 함께 그 
를 보내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니 
그들은 맹세하더라 이에 야곱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 
을 감시하고 계시니라 

67. 또 야곱이 말하기를 아들들 
아 애굽에 들어갈 때 한 문으로만 
들어가지 말고 서로 다른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나 
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유용케 할 
수 없으니 실로 명령은 하나님께 

於。“不;裝於낫.與必여 
© 은은하갖I玄강;左i乂호“남 

'떼; 
及호휀一있£切在抄 賊與^ 

©십段#接:必緣i■최鄕 

스 多^ 之忘 
0瓦端災최故沒其I 

©뇨始此)心 

1신호 6，，5십 

65-1) 열명의 이복 형제들은 아버지가 거절하는 것을 받아 들이지 아니했다. 그들이 안낭을 열었 
을 때 곡식 값으로 지불한 상품이 되돌아 왔음을 알고 이들은 값을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곡 
식을 얻었음을 기뻐하였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계무상에게로 가되 그 친절한 와르지(재무 
상》만 기쁘게 하여 준다면 더 많은 곡식을 얻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 재무상을 기쁘게 하는 
길이 바로 그 재무상이 요구한대로 아우 벤자민을 데리고 가는 일이었다. 이들 형제들 또한 
벤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은 ol무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늙온 아버지께 설명을 한 것 

이다. 

66-1》••너희 모두가 죽는다면 그것은 변명이 되니라” :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무자히드는 풀 
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6권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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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그들이1> 말하기를 우리가 왕 
의 금잔을 잃었으니 그것을 가져 

프 온자는 낙타에 넘치는 곡식이 주 
어질 것이며 내가 그에 대하여 책 

1 임을 지리라 

心느炎^‘It 쨘此與여 
©父々 fsi이“ 

73. 이에 형제들이 말하길 하나 
님께 맹세하건데 저희는 이 나라 
에 해악을 끼치려 온것이 아님을 
당신들이 잘 아시리니 진실로 도 
둑이 아니옵니다 

。。敎’난〔雄路跡紀如與 
◎하成 

74. 이때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 
가 거짓말을 했을 경우 그에 대한 
벌이 무엇이뇨 라고 물으니 

©必좌■뼈 

75. 그들이 답하여 말하기를 벌 
이 있어야 하되 그의 안낭속에서 
발견되는 그가 벌을 받아야 됨이 
라^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죄인들 
에게 벌을 내리노라 

빠■제，쇼여邊쯧 加 
나與 

76. 그리하여 그는” 동생의 안낭 
； *2) 조사하기 전에 형제들의 안낭 
을 조사하여 마침내 그의 형제 안 
낭에서 그것을 꺼내었더라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 계 

고，님다 
G온 必고我必a,於심足知 
淨被鼓®^ 나成紙:^ 

\ 72-1) 뒤쫓아 왔던 사람들 

| 75-1) 열명의 이복 형제들은 그들이 왕의 금잔을 훔치지 아니하였으니 아무런 죄가 없음을 단언 
하고 있다. 물론 이들에게는 왕의 금잔을 훔칠 기회도 주어지지 아니했다. 이들 형제들은 
벤자민이 재무상과 한자리에 앉게 된 것에 대단히 질투를 하고 있었고 또한 벤자민이 훔칠 
기회도 있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벤자민이 그것을 훔쳐 벌을 받게 된다고 하여도 그들 이 
복형제들은 놀랄리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그가 만일 그것을 훔쳤을 경우 그는 그곳에서 
스스로 구류되게 되므로 그것 또한 자기들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라 야곱의 사랑이 벤 

I 자민에게 미칠 수 없어 다행한 것으로 생각했을 것으로 본다. 한편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도 
i 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 
" 이요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 찌니 
1 라(출애굽기 我장 3-4절)”라고 되어 있어 그것이 바로 그들의 관습법이었다. 그래서 이복 

형제들은 은근히 밴자민이 도둑으로 밝혀져 구류되기를 원한 것으로 본다. 

^ 76-1) 요셉 
? 2) r<斗우위야」는「위아운」의 복수로 본문에서는 “안낭”이라고 해석을 하였으나 여기서는 안낭 

뿐만 아니라 물건을 넣는 상자나 궤짝 및 그릇, 호주머니 둥 감출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 
5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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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갖게 했음이라 그는3] 그의 
즈 형제를 왕의 법을 적용치 아니하 
1 고 하나님의 뜻에 맡겼더라 하나 

님은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자에 
게 은혜를 부여하시니 하나님은 
어떠한 지식보다 위에 계시니라 

©화灰빼從자) 

77. 이때 그들이 말하길 만일 그 
가 훔쳤다면 그 이전에 그의 형제 

1 요셉도 홈쳤을 것이라 말하더라 
그러나 요셉은 그의 마음속에 그 

^ 것을 비밀로 그들에게 밝히지 아 
니하고 너희가 보다 나쁜 자들이 
니 하나님은 너희가 주장하는 것 
을 알고 계실거라고 혼자 중얼거 

j 렸더라1> 

、始S期0逆抄과없;내 죠쇼쑈 

© 心;나丈뇨 갔그상^; ' 

78. 그들이 말하길 통치자여 그 
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나이가 많 
은 노인입니다 그러니 우리중의 

; 한 사람을 그 대신 구류하옵소서1》 
:: 실로 우리는 당신이 훌륭한 분이 

라 생각합니다 라고 하니 

逆IP切힝6疾^接갑대S ? 

©여士와•故녀 ; 

79. 그가” 말하기를 맙소서 우리 
의 물건을 훔쳐 가지고 있는자 외 

: 에는 구류할 수가 없소 만일 그렇 
게 한다면 우리도 죄인이요 라고 

f 답하더라 

紀兵교^⑶고^재 j 
j 

80. 지금 그들은 요셉으로부터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으니 그들 

>폐轉！^紙 ! 

[ 3) 요셉 

77-1) 이복 형제들의 요셉과 벤자민에 대한 중오는 또 다시 시작되었다. 이들은 벤자민이 사악한 
자라고 하면서 요셉도 그와 마찬가지로 도둑이었다고 하면서 요셉을 모욕하고 그들의 양심 | 

을 잃어버렸다. 이들 이복 형제들은 요셉이 그들 앞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나 모든 위 
1 선이 곧 밝혀지게 된다. 또한 요셉은 여러가지 비밀을 감추고 있었는데，첫째 그가 요셉 자 
! 신이라는 것과，둘째 그의 동생 벤자민이 그(요셉)를 알고있다는 사실과，셋째, 밴자민에게 
^ 는 아무런 죄가 없으며 모든 것은 요셉의 계획이라는 것，넷째는 그들이 요셉의 계획안에 1 
| 있다는 비밀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 

: 78-1) 이복 형제들은 밴자민을 두고 갈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노하실 것이 두려워 벤자민 대신 1 
자기들 중의 한사람을 대신 두고 아버지가 왔을 때 돌아오려는 속셈으로 본다. J 

P 79-1) 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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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하시더니 그의 두눈은 슬픔으로 
창백해지고 우울하여 지더라 

85. 이때 아들들이 말하기를 하 
나님께 맹세하건대 요셉의 생각에 
서 벗어나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최악의 병이 들거나 세상을 떠나 
게 됨니다 

86. 이에 그가u 말하기를 나의 
근심과 슬픔을 하나님께 호소 할 
뿐이라 또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 
노라 

87. 아들들아 가서 요셉과 그의 

동생 벤자민에 관해 알아보라 그 
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포기하지 
말라 실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실망치 아니 하나니 불신 
하는 백성들은 그렇지 아니 하니 
라】， 

88. 그들이 다시 돌아와 그에게나 
통치자여 저희와 그리고 저희 가 
정에 불행이 들어 저희가 초라한 
상품을 가져왔나이다 저희에게 양 
곡을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 

© 고逆^多公3회 士^士 

I於^ 多쏘쐈헸양# 與 

心따如T公災起 I突效條 
©6떼괘 

■삶必心!^ 改廢; 
스펴身知衣。보뱄쑈r必※노 

떠;I玉요:一後如班 
0향以나;성시立今크」앙多4그3십' 

© 起“^bi私 逆 

야곱은 그의 믿음과 신앙으로 비록 일어난 사건 전모를 보지는 아니했지만 벤자민은 무죄 
로 결백함을 보았다. 오히려 야곱은 더 큰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잃어버린 세 아들 
즉 요셉과 벤자민과 유다 모두가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86- 1) 야곱 

87- 1)『라우호」는 14조용하고 정적한 상태”라는 뜻을 내포한 하나의 은혜라는 뜻의 단어다. 야곱 
은 아들들의 말속에서 발견되는 악의나 꾸며낸 이야기들은 무시하면서 한편으로는 용서를 
하여 주고 건전한 충고를 하면서 이따금 그들을 심부름 보내어 그들의 번민하는 영혼들을 
위안하기 위해 신의 놀라운 섭리를 그들의 눈으로 지켜보도록 하였다. 야곱은 또 그들에게 
요셉과 벤자민을 찾아보라 하며, 아마도 애굽땅에 같이 있을 것 갈은 생각을 가지기도 하 
였다. 

投-1) 요셉 





3• 요 셉 : 94〜99 429 

그때에 가족 전부를 제 곁으로 데 
려와 주시요 하였더라1> 

94. 대상이 애굽을 떠났을 때 아 
버지가 말씀하시기를1> 실로 내가 
요셉의 냄새를 맡음이라 내가 노 
망해서가 아니요 라고 말하니 

95. 이때 주위 사람들도1> 하나님 
께 맹세하건만 당신은 옛일에 방 
황하고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96. 소식을 갖고 도착하여 그것 
을1> 야곱의 얼굴에 대니2ᅭ 아버지 
는 앞을 보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알고 
있노라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 아 
니 했느뇨 

97. 이때 그들이 말하기를 아버 
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 
서 저희들이 죄인들이옵니다 

98. 너희를 위해 주님께 용서를 
구하겠노라 그분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99. 그들이 요셉에게로 들어갔을 
때 그는1> 양친에게 그와 함께 있 
을 안식처를 제공하며2> 애굽으로 

而생방;쑈術，리그樹 
©。效 巧했 a생 

©서:一到成및成 L此銳 

난以⑬以乂 Ufj성德은;跡 
© g피與如如抑松效〔句과야 

© cl# 松■多期 f 化期與 

© 以I，必방必첫，요答微 

，典;必以必호雄取成 

셉에 대한 기쁜 소식을 다시 아버지 야곱에게 전하게 되었다. 요셉은 이복 형제들에게 자기 
가 입었던 다른 옷을 주어 이복 형제들과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였다. 

94- 1) 야곱의 친척들 가운데 같이 있었던 친척들에게 말하기를， 

95- 1) “주위 사람들”이란 이복 형제들이 애굽에서 도착하기 이전에 야곱 곁에 있었던 손자들 및 
가까운 친척들로 풀이된다. 

沈-1) 옷 
2) 요셉의 소식을 아버지 야곱에게 전한 형제는 벤자민에 대한 소식도 전했을 것이다. 

99-1) 요셉 
2) 드디어 모든 가족이 애굽땅에 도착하여 요셉과 재결함하게 되었다. 가족 모두는 기뻐하였고 
가족들이 거주할 안식처도 제공받으며 한편 아버지는 특별대우를 받게 되었다. 요셉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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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소서 하나님의 뜻이옵니다 
그리고 안심하소서 라고 말하더라 

100. 요셉이 그의 부모를 권자에 
모시니 모두 엎드려 그에게 절을1》 
하더라 이때 요셉이 아버지 이것 
은 이전2> 제꿈의 해몽으로 주님께 
서 그 꿈을 실현시켰습니다 그분 
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감옥으 
로부터 구출하셨으며W 사막으로 
부터4ᅮ 여러분을 오게하셨습니다5> 
단지 사탄이 저와 제 형제사이를 
이간시킨 것 뿐이었습니다 실로 
주님은 원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 실로 그분은 아심과 지 
혜로 충만하시나이다6ᅳ 

101. 주여 당신께서 저에게 힘을 
주셨고 사건의 해명을 가르쳐 주 
셨으며 천지창조를 하셨으니 당신 
이야말로 현세와 내세의 주인이십 
니다 저희가 무슬림으로써 생을 
마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저를 
정의와 함께 있도록 하여 주소세ᅮ 

0獻^ 雜多乂도다反십?^ 

珍따巧沒强犯느技: 

文‘; 싯冬겪 ^ C知은지 Sj그公회 C조夕沒> 
※되r系g 斗:知지收其 
多‘4T技^ᅬ뇟形成^述5 

예일 

至^匕^^5놓5^장 

니 라헬(Rachel)은 오래 전에 새상올 떠나 숙모 레아(Leah)가 야곱의 자손들을 양육하였다. 
물론 아버지 야곱은 레아와 결혼을 하였으므로 지금은 요셉의 어머니이다<Abdallah Yusuf 

AIL The Glorious Kuran-Translation and Cconmaitary. p586 Note No.1779). 

100- 1) 파라오 왕 체제하에서 요셉은 고관의 직책에 있었으므로 그 직책에 대한 예의로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 및 모든 형제들이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엎드려 절을 한 것은 경의와 
존경을 의미한다. 

2) 어렸을 때의 꿈에서 본 현실 
3) 우물속에 버려진 이야기를 요셉이 언급하지 아니한 이유는 형제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 
도록 하는데 있올 뿐만 아니라 대접을 하기 위해서였다. 

4)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사막에 있는 베도윈으로써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있었다. 

5) 요셉의 요청으로 애굽으로 온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최소한 100명이었다고 따바리는 풀이 
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6권 ix34). 

6) 야곱은 요셉과 함께 애굽에서 24년을 살았으며 그분의 유언에 따라 샴지역에 있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 옆에 장사를 지냈다. 한편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별세한 후 애굽에서 23년을 

살다가 그의 임종이 가까왔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분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올 그리워 하 
였다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6권 p34) 

101- 1) 여기 요셉의 기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① 나는 한 인간으로 모든 권능과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며 
② 그러한 모든 것은 오직 당신으로부터만 올 뿐이니 이는 당신이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 
주이시기 때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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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2. 그것은1} 하나님이 그대에 
1 게2ᅭ 계시한 보이지 않은 복음으로 
j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들이 음 

모를 꾸미고 있었을 때 그대는 그 
들과 함께 있지 아니 했노라 

허⑷i성 S선1 應^교) 
©6쑈강災최뼈떠 ! 

103. 그대가 열망하나 많은 사람 
들이 믿지 아니 하더라1> 

© (心보V드以义U보빼己; 

1 104. 또한 그대는 이것으로】) 그 
들에 보상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그것은2> 전인류를 위한 메시지라 

©0■뺐 노必?松與 

105. 수 많은 예증이 천지에 있 
지 않느뇨 그러나 그것은 그것을 
스쳐버리며 그로부터 외면하더라 

^逆 U태나^ 난。收성S 
© 占A겨%쇼;^以 

106.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을 믿지 아니하니 그들은 불신자 
들이 아니더뇨 

©6향;敬셌샜허徒私 

107.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 
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 
며 또는 그들에게 돌연 종말이 닥 
쳐을 때 그들이 안전한 것으로 여 
기느뇨 

씨노혀빼 
0최：災혁 

③ 당신 외에는 어느 누구도 나를 보호할 수 없으며 ^ 
④ 나는 현세와 내세에서도 당신의 보호를 구하며 
⑤ 내가 임종할 때까지 당신께 남아있기를 원하며 : 
⑥ 나의 영혼을 기꺼이 당신께 바치기를 원하며 
⑦ 떨어진 나의 가족과 재결합하는 이 순간에 진실과 정의에 의한 정신적 재 결합을 구원 
하며… 1 

한편 야곱은 요셉과 에굽에서 24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야곱의 유언으로 요셉의 할 
아버지며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무덤곁에 묻어달라는 유언에 야곱은 샴지역에 매장되었으 
며, 요셉은 아버지 임종이후 23년을 더 살았다. I 

102-1) 요셉에 있었던 이야기 
2) 무함마드 

103-1) 본절은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로하는 절로써 메카 불신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복음 
을 전하여 인도하려 하나 그들 불신자들은 그렇지 못했다. 

1(M-1) 복음을 전하는 대가로 
2) 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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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백성들에게 일러가로되 이 
것이 나의 길이라 나와 그리고 나 
를 따르는 백성들은 예증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이 
여 영광을 받으소서 저는 불신자 
중에 있지 않나이다 

109. 그대 이전에 선지자로써 어 
떤 것도 보내지 아니하고 단지 말 
씀으로 도읍에 사람을 보냈을 뿐 
이라1ᅩ 그들이 세상을 여행하지 아 
니하여 그들 이전 사람들의 말로 
가 어떠했는가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내세의 주거지는 사악을 
멀리하는 이들을 위한 가장 좋은 
곳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뇨 

110. 선지자들이 백성들로 인하 
여 실의에 빠지고 사람들이 그들 
을 거짓말장이라 생각할 때 하나 
님의 도움이 그들에게 이르러 그 
들과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나 죄 
지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벌을 결 
코 피하지 못하리라 

111.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1> 인 
간을 위한 교훈이 있나니 그것은 
꾸며진 얘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 
입증된 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 
고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길이요 
은혜라 

^상 a改松—於쑈 
고 如戶;必3、 

被。起;표效꼇와路ᅵ比:5私 
起紙)心承괴錄必見細 

©6；冷貫齡 ■沒滅仏M法 

必W빼錄뼈 
士나賊熟;쑈公麥版 

必 (系S2융솨 

成匕、潮 id선티니%賊3 
5 시^X J gSl 6?난^!必 5(그兵起^노 

©。생※대세 沒^ 

109-1) 창조주가 인간을 선지자로써 지상에 보낸 것은 창조주의 영감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선 
택받지 아니한 일반 사람보다 더 진실된 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 선택된 인간은 
사회 공동생활을 떠나 은둔하여 산다거나 수도생활올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 인 
간사회인이다. 인간사회에 살지 않는 사람은 훌륭한 인간사회의 스승이 될 수 없기 때문이 
다. 

111-1) 그들의 이야기는 요셉과 그의 이복 형제들에 대한 꾸란속의 이야기로 이것은 또 꾸란 이 
전의 성서에서 입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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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장은 메디나에서 계시된 幻절로 메디나에서 계시된 장들이 다루 

고 있는 신의 유일성，메세지와 부활 및 보상 등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신앙의 핵심인 창조주의 존재인식과 신의 유일성이란 가장 중요한 

과제를 시작으로 진리인 꾸란을 부정하고 창조주의 유일성을 거역하 

는 불신가ᅡ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능력을 예증으로 보여주면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능력을 말해 주고 있다. 즉 하늘과 대지，태양 

과 달을 창조하고 밤과 낮을 두었으며 곡식을 재배하여 열매를 생성 

케 하는 이 능력은 죽은 인간을 다시 부활시켜 보상할 수 있는 전지 

전능한 능력을 언급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진리를 준수하며 사는 자는 항상 창조주의 기쁨을 

추구하여 평안을 찾으나 사악한 자는 창조주의 율법을 깨뜨리고 믿음 
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전자가 행복한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후자는 멸망케 된다는 교훈을 제시하면서 최후로 선 

택된 예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세지와 더불어 인류에게 보내어진 

선지자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본장을 끝맺고 있다. 

본장의 명칭이「라아드」라 불리워지게 된 동기는 창조주의 신비한 

능력과 권능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라아드」란 천둥 또는 우뢰 

란 뜻으로 비가 내릴 때 번개와 천둥을 동반하기도 한다. 창조주는 물 

을 생명의 근원으로 하였다. 그래서 창조주의 능력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데 그 안에 은혜와 벌을 두셨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비를 내리게 

하면서 때로는 번개와 천둥을 동반케 하였으니 이는 또한 창조주의 

신비한 능력이요 권능이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6권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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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장 

자비로우시고 자에로우신 
하나님의 이^으로 

1. 알리프 멈 라1> 그것은 성서의 
예중으로2> 이는 주님께서 그대에 
게 계시한 진리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 하더라 

2. 하나님은 지주도 없이 하늘을 
세우신 분으로 너희가 그것을 보 
리라” 그런후 그분은 권자에 오르 
시어2> 태양과 달을 복종케 하셨노 
라 또한 일을 고안하시고 예중들 
을 밝히시어 너희가 주님을 영접 
하리라는 확신을 주심이라3> 

3. 그분께서 대지를 넓히시고 그 
안에 산을 세우셨으며 강을 흐르 
게 하사 모든 종류의 열매를 두셨 
음이라 그안에 자웅을 두었고1> 밤 
이 낮을 가리도록 하셨으니 실로 
그안에는 생각하는 백성을 위한 
예증이 있노라 

냥♦•••뼈 
^乂，.구':::느 = .，기:.::: 

Q소，多 t 냐 I今， 

① 꽤。■賊； 

次典聲⑶分가，，처셋嫌 
tA後^ 빼^^ 

때接疏회•依鐵寒 

起心쇼《起 旧교銳쉿必 
‘꾀‘以일;심희多 
©必^與^起겠 

1- D “알리픽 멈, 라”를「아브느 압바쓰」는 꾸란의 기적으로 풀이하고 있으며 이 신비적 상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독단적이어서는 안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이 문자를 이해하 
려는 가장 을바른 자세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심이라" 
즉 알라후 아올람 와 아르마(Good Knows best》이 라고 풀이하고 있다.「이브누 압바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나 알라후 아을라무 와 아라”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있으 
면서 보고 있느니라(알따브리 91/13). 

2) 꾸란의 예중 

2- 1) 기등도 없이 세워진 하늘올 너희가 지켜볼 때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예 
중이 되리라. 

2) 창조주만이 오를 수 있는 높은 권좌위에 올랐으며 권자의 형태나 어떻게 올랐는가는 알려지 
지 아니하고 그에 비유될 것은 o}무것도 없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 
6권 p.39). 

3) 위에 언급된 능력으로만 보아서도 창조주의 능력은 죽은 인간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다. 

3- 1)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열매는 두 종류가 있도록 하였으니 색깔있는 하얀색과 검은 
색을, 음식에는 단것과 신것을, 능력에는 큰것과 작은것，성질에는 더운것과 차가운것 둥둥이 
라고「아부 싸우드j 는 풀이하고 있다{아부 싸우드 9C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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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지에는 다양한 땅들이 근접 
하고 있고1》포도밭과2ᅮ 전답과 풍 
성한 종려나무와 그렇지 않는 것 
이 있으되 한가지 물로 자라니라 
하나님은 그중의 일부를 다른 것 
보다 먹기에 더 좋도록 하였으니3》 
실로 그 안에는 백성이 알아야 할 
예증이 있노라 

5. 그대가 놀랄 것이 있다면 놀 
라울 것은 우리가 흙이 되었을 때 
실로 우리가 새로히 창조될까 라 
고 말하는 그들의 얘기라1》그들은 
주님을 불신한 자들로2> 그들의 목 
에 멍에가 채워져3> 불지옥의 주인 
들이 되어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자들이^^ 

6- 선보다는 징벌을 재촉하도다1크 
이미 그들 이전에 예로써 벌이 있 
었노라2> 그러나 주님은 관용으로 
충만하사 죄지은 사람들올 용서도 
하시며3> 또한 주님께서는 엄한 벌 
도 내리시니라4》 

浪i難v따G 썅與多次必것必 
匕※公*多⑯육(채모호)皮상 

仏넜 \5此보樹級妙冷公‘此 
起機백始^石»Ju돼; 

® 

以내明I其J切聲님能獻 

4- 1) 끼따으 : 서로 다른 충계를 이루고 다양한 토질을 가진 땅을 가르킨다<꾸란 어휘 해설. 후스 
나이니 무함마드 마클루프 pl142). 기름진 옥토로 생산되는 땅이 있는가 하면 그 옆에는 생산 
되지 않는 불모의 땅이 있다는 표현으로 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알따브리 97/13). 

2) 포도 나무가 많고 왕성한 정원. 
3) 갈은 물 갈은 토양에서 열매가 열리나 그 맛은 서로 다르다. 
따바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같은 땅에서 복숭아도，살구도，하얀포도 및 검은포도 그런가 
하면 단것과 신것을 생산케 하고 어떤 과일은 다른 것보다 먹기에 더 좋도록 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6권 p.40). 

5- 1) 그대 무함마드가 놀라 경악할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음과 갈은 불신자들의 말로，“우리 
가 죽어 다시 부활할 수 있단 말이뇨?”라고 말하는 그들의 얘기라. 

2) 이들이야말로 창조주 능력에 의한 부활을 부정하는 불신자들로 
3) 부활의 날에 
4) 부활하여 죽지 아니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저주 받은 이들이라. 

6- 1) 불신자들은 그대 무함마드에게 은혜와 사랑을 구하지 아니하고 웅벌올 재촉하고 있도다. 
2) 이들 불신자들과 유사한 거짓하는 이들에게 이미 응벌올 보였으되 이들은 그 벌들을 교훈으 
로 삼으려 하지 아니 하느뇨? 

3) 그들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옹벌을 지연시키며 회개하는 이들에게는 관용과 용서를 베푸시며 
4) 회개하지 아니한 백성들에게는 무서운 웅벌을 내리시니라. 

强理^^■邊^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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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왜 그대에게 주님의 예증이 
내리지 아니 하느뇨 라고 불신자 
들이 말하나 그대는 모든 백성을 
위한 경고자요 안내자일 뿐이라1> 

8. 하나님은 모든 여성의 태내에 
있는 것과 부족한 것과 넘는 것도 
알고 계시나니1》모든 것이 그분의 
능력안에서 이루어지노라 

9.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도 알고 계시니 훌륭하시고 높이 
계심이 라 

10. 너희가운데 말을 감추는 자 
나 밝히는 자나1> 밤에 숨어있는 
자나 낮에 걷는 보행자도 그분에 
게는 마찬가지라 

11. 모든 인간에게는 그의 앞과 
뒤에 천사들이 있어 하나님의 명 
령으로 그를 지켜보고 계심이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저들 
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바꾸기 전 
에는 저들의 상태를 변화시키지 
아니 하시니라n 하나님이 그 백성 
에게 고난을 주려 하실때는 어느 
누구도 막아낼 수 없으니 하나님 
외에는 보호자가 없느니라 

합物，교회接 

;殘J破G 葬必公與提써 
© 상S致匕多必향섟S디 

요！戶; 位J슛G 53J到}과!爲兵 
©M않새細故^ 

匕회후“必:느紋與앴 
U1/冬고多‘》分도以입장및4?士 

© 41히技私;치드 

7- 1) 메카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은 무함마드에게 모세와 예수가 보였던 기적과 같은 예증이 없 
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선택한 것은 선택된 선지자들을 통하여 백성에게 경 
고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보내어졌다고 계시되고 있다. 

8- 1) 태내에 있는 것은 남녀의 성을 의미하며 부족한 것이란 9개월이 채 되지 못한 상태를，넘는 
것이란 9개월을 넘어선 상태로 풀이된다(이브느 압바쓰). 

그래서 본문의 ‘알가이드，는 임신하여 채 달이 차기 전에 태어난 아이를, ‘알이즈디야드’는 
임신한 후 달이 완전히 차서 태어난 아이를 의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0- 1) 인간이 마음속에 품는 모든 것이나 혀로써 밖으로 나타내려는 모든 것. 

11- 1) 모든 인간은 숨겨 생각하던, 알리어 생각하던 또는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행한다 하더라도 피조물의 모든 사고와 행위는 하나님의 능력안에 있으므로 창조주의 감시 
를 피할 수는 없다(8절 참조). 또한 천사들도 창조주의 명령에 따라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사들을 ‘무으까바트’라 불리우게 된 것은 밤 
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피조물인 인간의 모든 의도와 행위를 감시하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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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분은 또한 너희에게 번개 
를 보내어 두려움과 희망을 갖게 
함이라 또한 먹구름을 거두는 분 
도 그분이시라1》 

13. 천둥은 그분의 영광을 찬미 
하며 천사들도 그분을 경외하고 
찬미하니라1> 또한 분쟁을 일으키 
는 이들에게2> 그분의 뜻에 따라 
벼락을 보내어 재앙을 주시니 벌 
하심이 엄하시노라 

14. 그분만을 위하여 드리는 기 
도가 진리이니1》그분 아닌 다른 
것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 
게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며 그들 
은 마치 물을 향하여 물이 그의 
입에 이르도록 두손을 벌리나 물 
이 그의 입에 이르지 않는 것과 
같나니 불신자들의 기도는 방황에 
불과함이 라2> 

15. 천지의 모든 것이 좋아서든 
싫어서든1> 하나님께 복종하나니 아 
침 저녁의 그림자들도 그러함이라 

旧I，明與始했錄幻離 
©■ 

公』과5*士 文우J 다^닥vJ今！巧홈 

6KC고; 文된 (I다、4各々 6^1^' 

© ei떼么A多;낫난 

해%C神從와 

少，^細 JI必、松요淡씼 

® 모《(i향仏방今갖다 

쇼““乂 
고公도;찼起s 

이다. 다음 하디쓰의 내용이 뒷받침하고 있다. “밤에 너희를 감시하는 천사들과 밤에 너희 
를 감시하는 파즈르 예배와 아스르 예배 때 함께 모이니라…”(부카리) 

12- 1) 번개 및 천둥으로 두려움을 주고 풍부한 비를 내려 희망을 갖게 한다고「이브누 압바쓰」는 
말하고 있다. 

13- 1) 인간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할 수도 있는 천둥이나 벼락도 물론 창조주 안에 있으므로 모든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창조주의 영광을 찬미하고 칭송한다. 
본 장이 “라아드” 즉 “천둥”이라고 불리워지게 된 동기가 여기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2) 창조주의 존재 및 유일성 그리고 부활을 할 수 있는 창조주의 능력에 대해 논쟁을 했던 메 
카 불신자들에게 

14- 1) F학끄」는 진리，옳음, 적절함，합당한 둥의 뜻을 갖고 있으며 본문에서는 이 모든 의미가 동 
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우상이나 별이나 자연의 위력이나 
어떤 망령，신들린 사람, 권력，부, 과학이나 예술 둥을 경배하거나 숭배한다면 그것은 무익 
할 뿐만 아니라 창조주의 노하심과 큰 벌을 받게 된다. 

2) 목마른 자가 멀리 있는 물을 향하여 두 손을 벌리고 물이 입에 이르도록 기원하나 그 물은 
무생물이라 목마른 자의 기원을 듣지 못하여 물이 입에 이르지 못하듯이 사람들이 무생물 
인 우상에게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15- 1)「따우완」은 좋아서,「카르한」은 싫음에도의 뜻으로 좋아서 부복한다 함은 믿음을 가진 이 
들이 기도함을 가르키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믿지 아니한 자들은 싫은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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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러가로되1ᅩ 천지의 주님이 
누구이뇨2ᅭ 일러가로되 하나님이 
라 일러가로되 스스로를 위하여 
유용함도 해악도 없는 그분 아닌 
다른 것을 보호자로 택하였느뇨 
일러가로되 장님과 보는자가3ᅭ 같 
을 수 있으며 암흑과 빛이 갈을 
수 있느뇨 또한 그들은 그들이 만 
든 우상을 그분이 창조한 것처럼 
숭배하여 창조된 것이 그들에게 
혼돈됨인가 일러가로되 하나님께 
서 만물을 창조하였으며 그분은 
홀로 전능하심이라 

17. 그분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 
게 하사* 그 양에 따라 계곡의 물 
이 흐르게 하시더라 그러나 급류 
는 부풀어 오르는 거품을1ᅭ 동반함 
이라 또한 장식품이나 용구를 만들 
목적으로 불에 녹이는 금속에서도 
거품을 동반케 하시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진리와 허위를 비유하고 
자 하심이라 그런 후 그 거품은 쓸 
모없이 사라지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땅에 머물러 있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느니라 

18. 주님을 따르는자 복을 받을 
것이요1> 그분을 따르지 않는자2} 

^ 版사장 6典紙松松枝 

步接싶니ki 起氏與3 句US 

십比次及必회 
려뼈빼，떠 

成 s 此대; 되此此起빠 
셰 리匕빠仏必起부 
《3技抄祝如公의於接沙必^ 

應와빼‘射느，與始例⑶ 

부복한다는 뜻으로 하싼은 풀이하고 있다. 또한 그림자도 부복한다는 것은 창조주의 섭리 
에 따라 움직이는 태양의 운행질서에 따라 그림자의 길이가 길어지고 또는 짧아진다는 것 
도 곧 창조주께 부복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16- 1) 본 절은 여섯 부문으로 분석될 수 있으며, 각각의 두 부분은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이 병행 
되고 있다. 그래서 다섯째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각각 아랍어의 “말하다”의 명령형「 

꿀J 즉 “말하라”로 그 질문에 대답의 문장이 유도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말하라”의 명령형을 •*일러 가로되”로 표현하였다. 한편 다섯째 부분은 직접 명 
령을 피하고 간접 명령으로 계시되고 있다. 본문의 요지는 만물의 창조주는 곧 홀로 계신 
하나님에게 비유될 것은 존재하지 아니 한다는 것으로 그것은 마치 암흑이 광명과 갈을 수 
없다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우상들은 어떠한 것도 창조할 수 없다는 요지로 본다- 

2) 천지를 창조한 창조자가 누구냐고 질문하는 불신자들에게 
3) 불신자를 장님으로，믿는 신앙인을 보는자로 은유되고 있다. 

17- 1) 자바드 : 물위에 떠오르는 거품 

18- 1) 믿음과 순종 그리고 선행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의 보상은 천국이 될 것이요 
2) 그들은 불신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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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의 모든 것이 그의 것이라 할 
지라도 그것으로 죄악에 대한 속 
죄가 되지 못하리라 그들에게는 
죄악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며3> 
그들의 주거지는 사악한 휴식처인 
지옥 뿐이라 

19. 주님으로부터 그대에게 계시 
된 것이 진리임을 믿는 그가 장님 
과 갈을 수 있느뇨 단지 이해하는 
자만이 기억하고 있음이라” 

20. 이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수행하고1》그 성약을 깨뜨리지 아 
니하며 

21. 또한 이들은 하나님이 명령 
하여 함께하라1> 함에 같이하고 주 
님을 경외하며 불행한 심판을 두 
려워 하고 

22.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인내 
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푼 일용할 양식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자선을 베풀며 사악함을 
선으로 막아내는 그들에게는 최후 
의 거주지가 천국이라1> 

23. 그들이 들어가는 곳은 에덴 
의 천국으로 그들의 선조들과 배 

^ 외必입巧요^ 쇼少。^생 쇼見»삶 
©微※多‘⑶成與域 

t계以혀척必雜 遊^ 

© 6많以향씨싸々보3^ 

雜心⑶必》있雜必“起立與 

義0推합쇼於品臟均 

3) 불신자들의 죄악은 모두가 계산되며 그 어느 일부분도 용서되지 않는다고 하싼은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6권 P.46). 

19- 1) 방자」와「아부 자홀」에 관해 계시된 절로「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 
파씨르 제6권 p.6). 

20- 1) 창조주의 명령을 준수하고 금기한 것을 회피하며 

21- 1) 함께 한다는 것은 믿음과 실천을 함께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같이하고 모든 선지자들을 존경하고 우주의 신앙을 따름에 같이 하라는 뜻으로 플이된다. 

22-1) 현세의 여행은 일순간의 체류에 불과하나 영원한 축복은 인간의 영원한 거주지인 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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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자들과 후손들 가운데서 선을 
행한 이들과 함께 들어가게 되리 
니 천사들이 각 문으로1ᅮ 부터 들 
어오며 

24. 너희가 인내하였으므로1> 평 
안이 있으라 아름다운 것은 최후 

의 거주지라 인사하더라 

25. 그러나 하나님께 성약을 한 
후 이를 깨뜨리는 자와 하나님께 
서 명령하여 함께 하라 함에 거역 
하며 지상에서 해악을 퍼뜨리는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요 그 
들을 위해서는 무서운 거처가 마 
련되리라 

26.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있는 
자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더하시거 
나 줄이시니라 불신자들은 현세의 
생활을 기뻐하나 현세의 생활은 
내세의 기쁨에 비하여 순간의 기 
쁨에 불과하니라 

27. 불신자들이 왜 주님으로부터 
그에게 예증이 내리지 아니한가 
라고 말하니1> 일러 가로되 실로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심에 방황케 
하고 회개하는 자 그분께로 인도 
하시니^2> 

28. 믿음을 가진자는 하나님을 
염원하여 마음의 평안을 찾느니라 

복표！^넣6石多玉; 향均넣) 

® 꾀 k》;뭐《3성호玄•多丄 

技혁士 G선i사깊s讀) 

^從家&接^와^ 

松與| 벌V與i 終理9교1피雜 

爲5於與雜 難接1必유 

23- 1) 천국 각각의 문 

24- 1) 현세에서 창조주가 내렷던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인내하였으므로 

27-1) 메카 불신자들이 무함마드에게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고，에수가 문둥병 환자를 치료 
하는 것과 갈은 기적을 보이라 말했을 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안에 있으며 선지자 
의 능력안에 있는 것이 아님을 계시하고 있다. 

2) 무함마드여 그들 불신자들에게 “그러한 일은 하나님의 능력안에 있는 것으로 내게 있지 아 
니하니라”고 말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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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하나님을 염원할 때 마음이 
평안하니라1> 

29. 믿음욜 갖고 선을 행하는 이 
들은 축복과 아름다운 최후의 거 
처가 그들의 것이라1》 

30. 이미 많은 민족이 멸망하여 
사라졌지만 그대 이전에 예언자들 
을 보냈던 것처럼 그대를 한 공동 
체에 보내매 하나님이 그대에게 
계시한 것을 그들에게 낭송하기 
위해서라 그러나 그들은 가장 은 
혜로우신 하나님을 불신하니 일러 
가로되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며 
그분 외에는 신이 없노라 나는 그 
분께 의지하고 그분께로 귀의하니 
라1) 

攻^於^ 

31. 산들을 이동하고 대지를 쪼 
개며 죽은자로 하여금 말하게 하 
는 꾸란이 있다하여도 그 일의 모 
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느 
니라1>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인 

典孤,매년松여與免敗 

誤，激松-너必賊致 

淡-1》예증이나 기적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으로 인간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에 내재되 
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증이나 혹은 기적은 인간의 내부정신 세계에서의 경험에 달려 
있다. 인간이 창조주에게 완전 귀의할 때 빛과 경험이 인간에게 이르나 창조주는 인간이 창 
조주에 게 귀 의 하지 않는다하여 강요하지 않는다(Abdallah Yusuf AU, The Glorious Kuran, 

Beirut, p.612 Note No. 1843). 

29- 1)「뚜바」는 내적 만족 또는 말과 글로써 완전히 표현하기 어려운 내적 기쁨의 경지를 말한다. 

이 경지는 행운이나 역경을 통하여 스스로 반사되는 선인의 생활이다. 그러면서도 그의 눈 
은 항상 최후의 목적인 내세의 영원한 휴식처 곧 하나님을 향하고 있올 때 반사되는 것이기 
도 하다. 

30- 1) 예언자이며 선지자인 무함마드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시기에 맞추어 온 최후의 선지자 
로 그 이전에 온 선지자들의 메세지를 완성하여 가장 완전한 우주적 종교를 인류에게 전하 
였다. 이로 볼 때 전세계 통일의 진행이 시작된 것은 무함마드 선지자 이후가 확실하며 이 
과정은 아직도 완성되지 못하고 있으나 완성될 때까지 계속되어갈 것이라 풀이되고 있다 
(Abdallah Yusuf Ali, op. cit p.612 Note No. 1845). 

31- 1) 모든 것은 가능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안에 있다. 창조주의 계획은 은혜로우며 모든 것 
을 포용하고 있으나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명령한다거나 창조주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요구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일에 대한 명령은 오직 창조주에게만 있으며 믿는 사람들은 창조주의 전지전능하심과 
또한 창조주가 최고의 선을 위하여 그분의 세계를 명령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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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뇨 그 
러나 불신자들은 그들의 사악함으 
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괴롭히거나 
그들 주거지 가까이에 머물게 하 
니 하나님은 약속을 위반하지 아 
니 하심이라 

32. 그대 이전의 선지자들도 많 
은 조롱을 받았노라u 그러나 내가 
불신한 그들을 유예하다가 그들을 
멸망케하였으니 사악함에 대한 나 
의 보상이 얼마나 무서운 벌이뇨 

33. 모든 인간의 업적를 감시하 
는 분이 누구이뇨 불신자들은 하 
나님을 우상과 대등케 하니 일러 
가로되 우상의 이름을 들어보라1> 

너희는 대지위에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을 그분께 알려드리려 
한단 말이뇨 아니면 말의 장난에 
불과하느뇨 그들의 계획이 불신자 
들에겐 그럴듯 보이나 그들은 옳 
은 길에서 벗어나 있으니 하나님 
깨서 이들을 방황케 두시니 누구 
도 인도하지 못함이라 

34. 그들은 현세에서도 벌을 받 
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의 벌은 
더욱 고통스러우며1> 하나님께 대 
항하여 보호할 자•가 아무도 없노라 

35. 천국을 비유하사 이는 정의 
로운 자에게 약속된 것이라 그 밑 

我社！조;D호보뇨타슷화公향내！》과 
© 꾀w逆效仏 

雜必희。淑 ■난辯移松 

@ 요i 士效次y(교살 

다향예 o 고;향 ispd산 M 

鄕離&接 난행‘淑뺐쑈 

32- 1)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로하는 절로써 그대 무함마드가 불신자들로부터 조롱을 받았듯이 그 
대 이전에 왔던 모든 예언자 및 선지자들도 조롱과 박해를 받았느니라. 

33- 1) 불신자들이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들을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려하니 무함마드 
여 그들 불신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의 이름을 말해보라 하여라. 그리고 그 우 
상들이 경배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하나님과 동둥한 위치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물어보라. 

34- 1) 죄악에 대한 벌은 현세에도 있을 수 있으며 그러나 다가올 내세에서는 현세에서 있을 벌에 
비교할 수 없는 최후의 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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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강이 흐르고 일용할 양식이1> 
영원하고 그늘이 있으니 이는 사 
악을 멀리하는 자에 대한 보상이 
며2> 불신자들에 대한 대가는 지옥 
이라 

36. 하나님에게서 계시받은 이들 
은 그대에게 계시된 것으로 기뻐 
함이라1> 그러나 그것올 불신하는 
무리가 있나니 일러 가로되 내가 
하나님올 경배하되 어떤 것도 그 
분께 비유하지 말라 명령을 받았 
으니 내가 백성을 그분께로 인도 
하며 나는 그분께로 귀의하노라 

37. 그처럼1》하나님이 그것올 아 
랍어로 계시하나니 그것으로 백성 
을 심판토록 하라는 계시가 있었 
음에도 그대가2〉그들의 공허한 욕 
구를 따른다면 그대는 하나님에 
대적하여 보호할 자도 원조자•도 
갖지 못하니라 

38. 그대 이전에도 하나님은 선 
지자들을 보내었고 그들에 게 배우 
자를 주어 자손을 갖게 했노라1> 

예중과 기적은 선지자의 능력이 아 
니며 하나님의 허락과 명령이었으 
며 각 시대마다 율법이 있었느니라 

폐닻년疏 & 뇌5功;雄뺐 
® 그최은4多^ 

路姑以然성지쇼與 

@ 나^ 與 니〜않微物別^ 

次多版3 七冬細炎 
雄노쇼I。到ᄃ쌨|6必；抄과 

옳으端故 iv;&여銳 

35- 1)「아클」이란「아칼라」■•먹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 음식이란 뜻이나 본문에서는 물 
질적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과일과 인간생활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것은 물론 정신 
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어 본문에서는「일용할 양식」으로 하였다. 

2) 천국의 기쁨은 곧 사라져버리는 현세의 기쁨 갈지 아니하고 영원하다. 천국의 기쁨은 순수 
하고 영원하며 인간의 오감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경지의 기쁨이다. 

36- 1) 하나님에게서 계시받온 이들이란 구약과 신약을 받은 이들과 무함마드가 최후의 선지자임 
올 믿었던「압달라 이븐 쌀람ᅥ 이나「나좌쉬』그리고 그분의 추종자들을 가르킨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6권 p52). 

37- 1) “그처럼”온 구약이나 신약이 계시되었던 것처럼 꾸란이 계시되었다는 의미다. 

2) “그대”라 함은 물론 선지자 무함마드를 가르키나 여기서는 모든 백성과 민족까지를 가르키 
는 것으로 본다(알꾸르뚜비 327/9). 

38-1) 한 선지자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들에게는 배우자가 있었고 자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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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하나님은 뜻이 있음에 보완 
하시고1> 확립하시나 성서의 모체 
는2> 그분과 함께 있노라 

40.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벌의 일부를 그대에게 보여주던 
또는 그것 모두가 완성되기 전에1》 
그대의 영혼을 앗아간다 하더라도 
그대는 그들에게 메세지를 전하는 
것이 의무일 뿐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니라 

41. 하나님이 외곽으로부터 그들 
통치하에 있는 영토를 좁히어 가 
며 멸망케 함을 그들 불신자들은 
알지 못하느뇨1> 하나님이 명령하 
는 곳에 그분의 명령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ol무것도 없으며 또한 
그분은 계산에 신속함이라 

42. 그들 이전의 불신자들도 음 
모를 꾸몄으나1> 모든 계획은 하나 
님안에 있어 모든 인간의 행위를 
알고 계시나니 불신자들은 내세에 
서 누가 안식처를 갖게 될 것인가 
를 곧 알게 되리라 

@ 냐우•고“현4^5 

©차 밖抄•爲 

炎 M 沙系®&쌨 
©여용고느於I여 

씩‘쌨쌨⑷乂抄：디I; 
@ 鄭‘쳐舞띠 

한 선지자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이다. 그러나 예수의 생애는 완전치 못했다. 그는 목자로써 
의 임무는 3년에 불과했고 그의 포교는 제한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조직화된 고도의 사 
회 또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의 문제들은 다투지 못하였다.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 
의 선지자로써 존경하나 그의 메세지가 선지자 무함마드의 메세지와 같이 전 우주적 범위 
를 포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압달라 유스프 알리는 풀이하고 있다(The acdous 

Kuran, Beirut p.616 Note No.1861). 

39-1)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보완하거나 대체하시나 죽음, 생명，불행 및 행복은 이미 완료하 
였다고「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6권 p.53). 

2) 성서의 모체란 창조주가 선지자들에게 계시한 번역되기 이전의 성서의 원전을 가르킨다. 

401) 불신자들에게 벌을 내리기 전에 

41-1) 믿는 신앙인들의 영역을 넓히며 선지자로 하여금 불신자들의 영토률 정복하도록 하는 창조 
주의 뜻을 불신자들은 알지 못하느뇨? 

42-1) 메카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이 그대 무함마드에 대하여 옴모를 꾸몄둣이 그대 이전의 예언 
자들도 불신자들로 부터 음모를 당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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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불신자들이1ᅭ 그대는 선지자 
가 아니라 말하니 일러가로되 나 
와 그리고 너희 사이의 증인은 하 
나님 만으로 충분하며 또한 성서 
의 지혜를 가진 이들이2> 있노라 

5 않如W)松以^쇼，險 

43-1) 메카 불신자들 
2) 구약 및 신약의 진실한 율법학자들. 

接행^^■^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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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장 ^년라함 

메카에서 계시된 理절로 신앙의 기본 교리를 다루고 있다. 즉 창조 

주로써의 하나님의 존재，창조주의 말씀，부활과 보상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선교를 다루면서 

메카의 이교도들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핵심올 이루고 있다. 

계시된 말씀은 인간을 암혹에서 광명으로 인도하고 있으며 그 계시 

는 각 시대에 있었던 민족을 위해 그 민족이 처하고 있는 특수한 환 
경과 그 민족이 사용하던 언어로 계시된 것이다. 모세가 있었고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다. 선과 악의 갈등이 있었지만 반드시 악이 멸망된 

다는 것을 1~27절에서 보여주고 있으며，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 

을 수 없는가? 그들은 방황을 해야 하는가? 아브라함은 그러한 불신 

으로부터 구제되고자 기도하였고 또한 메카 주민들을 위하여 기도하 

였다. 선과 악은 반드시 결과에 의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며 창조주의 
계획에 따라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을 28~理절에서 얘기하고 있다. 

본장이 아브라SK아랍어로는 이브라힘)이라 불리우게 된 것은 아브 

라함은 모든 예언자들의 아버지(Sheik Al Anbiya)라는 칭호를 갖고 있 

으며 창조주의 유일성을 믿어 이슬람 종교의 핵심을 지켜왔고 또 본 

장에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한 얘기가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으로 

본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6권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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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장 

자비로우시고 자에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알리프 람 라1ᅭ 이것은 하나님 
이 그대에게 계시한 한권의 성서 
이거늘2> 이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암흑에서 모든 칭송을 홀로 받을 
그분의 길 광명으로 주님의 허락 
에 따라 인도 하라3> 

2. 하나님에게 천지의 모든것이 
귀속되며 불신자들에겐 가혹한 응 
벌의 재앙이 있으리라]) 

3. 내세보다 현세의 삶을 좋아하 
는 자들과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 
는 자들과 비뚤어짐을 갈구하는자 
그들 모두는 오랜 방황에 있게 되 

4.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매 그 
의 백성의 언어로 보냈으니 이는 

그들에게 어떤 것을1> 분명케 하고 

:"그:: 

Q소쫏욋 I 1고 U-다 

Ji 여 •마쌨뺐紙取效 
©"!與옴W收一端與 

례쑈石)3.以，從成心 
® '在兵 J仏 

占^}o 次^述^ 

1- 1) 최영길 꾸란해설. 이슬람문화센타. 사우디. 저u권 Hi참조 
2) 꾸란 
3) 모든 선지자는 스스로의 능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허락으로 말을 한다. 그러므로 
백성들을 암흑에서 광명으로 인도하는 것도 창조주의 은혜와 자비에 의해서이며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다. 또한 본 절은 창조주 세가지 속성을 얘기하고 있다. 
첫째，창조주의 위치는 모든 피조물 위에 존재하고 
둘째，그분은 홀로 칭송올 받을 권리가 있으며 
셋째, 그분의 전능은 천지의 모든 곳에 있어 인간의 경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선 

은 선을 실천하는 인간과 피조물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하여 창조주는 그분의 의지 
와 계획을 수행한다. 

2- 1) ^와일』이란 어휘는 저주한다는 뜻으로 웅벌 및 멸망에 대해서 사용되는 어휘라고「주자즈j 

는 해석하고 있다(알꾸르뚜비 339用)，즉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벌이 있어 멸망하리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3- 1) 본절에서는 불신자의 속성을 세가지로 말해 주고 있다. 
첫째，그들은 덧없고 공허한 현세의 인생을 내세의 영원한 진리의 삶보다 더 추구하고 
둘째，그렇게 하여 스스로를 해칠 뿐만 아니라 타인을 그릇되게 인도하며 
셋째，비뜰어진 마음으로 창조주의 옳은 길에서 그릇된 것올 찾으려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더욱 진리에서 멀어져 간다는 불신자의 속성을 제시하고 있다. 

4-1) 창조주의 율법인 샤리아를 설명하고 그 뜻을 이해시키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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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였음이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방황케 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인도하시니2》그 
분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5. 하나님은 모세에게 예중을 주 
어 일러 보내었으니 그대의 백성 
을 암흑에서 광명으로 구하라 그 
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날 
들을1》기억케 할 것이니 실로 그 
안에는 인내하고 감사•하는자를 위 
한 예중이 있노라 

6.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길 하나 
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분이 너 
회를 파라오 백성으로부터 구하셨 
노라 그들은 너희를 무서운 학대 
로 괴롭혔으니 여아들은 그대로 
두었으나 남아들은 학살하였으매1> 

그것은 너희 주님께서 내리신 커 
다란 시험이었노라 

7. 너희 주님께서 알려 주는 것 
을 상기할지니 만일 너희가 감사_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더할 것이 
며1> 너희가 감사하지 않을때2> 실 
로 나의 벌이 무서우리라 

8. 모세가 말하더라 너희와 그리 

©J옜빠 

〒公회노요);당(公多띠? 셨; 

교4착던신々냐iV쑈향; 

SJ次괘대^ 
니대女典必: 必)^文훠 
향效짰匕,6多^典^炎^ 

(낳炎요께 

갰넜起씼見^乂셨。先 MS 

必接 C多 

(교최묘쯧往心乂以 그노 

2) 선지자들의 임무는 메세지를 전하는 임무밖엔 없으며 복음과 믿음에 관한 문제는 하나 
님 안에 있어 그분의 뜻에 따라 방황케 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복음으로 인도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6권 p.56-57). 

5- 1) "하나님의 날들"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특별히 베풀어진 날들을 의미한다. 매일 매 
시간 매분 매초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에게 풍성하게 베풀어지나 특히 어떤 개인과 어떤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의 특별한 경우로 풀이되고 있다. 

6- 1) 점장이가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어날 한 사내애가 장차 파라오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여 줌으로써 남자아이들을 살해하게 되었다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7-1) 너희가 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나의 풍성함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요 
2) **카파라” : 믿음올 부정하는 것.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창조주의 예중울 거역하 
는 일, 선지자들의 임무를 부정하는 것 둥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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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상의 모두가 감사치 않는다 
해도1> 실로 하나님은 충만하시니 
모든 찬양을 홀로 받으소서 

© 以然此빼^ 

9. 너희 이전의 노아와 아드 그 
리고 사무드 백성과 그들 이후에 
온 백성들에 관한 얘기가 너희에 
게 이르지 아니 했느뇨” 하나님 
외에는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알 
지 못하리라2> 그들의 선지자들이 
예중으로 그들에게 왔으나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입들을 막으며 실로 
우리는 너희에게 보내어진 것을 믿 
지 아니하며 우리를 초대하는 너희 
종교에 의심할 뿐이라 하니 

以浴홋넣 多"&생遠次域以 

고災도: 少Xw그:如쇼此가 S幻 

고차ec행成 延서，과:必 

©一4路鼓切私성敗旬 

10. 선지자들께서 말했더라 천지 
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관해 의심 
하느뇨 그분께서 너희를 부르심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약속된 기 
간까지 너희를 유예하고자 하심이 
라1> 그들이 말하길 실로 당신들은 
우리와 갈은 인간에 불과하도다 
당신들은 우리의 선조들이 숭배하 
던 것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하려 
하느뇨 우리에게 분명한 예중을 
보이라 하더라 

심선一餘一짓…街 

호65:分 i方닥심上 多^I; 

씼淑札分나화此攻S 

後^5l端^ 起私^ 

砂久^ 

11. 이에 답하여 선지자들이 말 
하였더라 우리는 너회와 같은 인 
간에 불과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분 

&계藏척此^소U分^延施 
(，뼈빠^ 

8- 1) 창조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백성들의 오만에 실망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 
성들과 모든 피조물이 불신한다 해도 창조주를 조금도 해칠 수 없다”고 모세는 이야기 하 
고 있다. 

9- 1) 창조주의 말씀을 거역했던 노아，아드 및 사무드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너희는 알지 못 
하느^? 

2) 모든 선지자들의 이름마저도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하물며 그들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는 더욱 말할 것도 없다. 

10-1) 선지자들은 두 가지의 의심을 밝혀 주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어 존재하심을 의심하는가! 

그분의 섭리를 보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야기하지 아니하며 너희를 기만하기 위 
해서가 아니라 또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야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 
함이라. 마찬가지로 너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요, 그분의 은혜로 구하시고자 하심이라” 

羅强^^織錢■紙■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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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 중에서 그분의 뜻대로 은혜 
를 베푸시니라1ᄉ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없이 너희에게 예증을 이르게 
할 수 없나니 그러므로 모든 믿는 

1 신도들은 하나님께 의탁하라 

©체화허•典넷 | 

r 

1 12.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을 이유가 없나니1> 그분께서는 
우리가 가야할 길로 인도하셨으니2> 
우리는 너희가 우리에게 가하는 
박해에 인내하며 하나님에게만 의 

1 탁하리라 

6：혀^逆X必藏必도炎^^ 

©성寒效^드^ 

13. 이때 불신자들은 선지자들에 
게 말하더라 우리는 너희를 이땅 
에서 추방하리라 아니면 우리의 종 
교로 귀의케 하리라 그리하여 주님 
깨서 그들에게 계시를 내리셨으니 
죄지은 자들을 멸망케 하리라 

/起^裝效端T必故W忘 
훼쳐i秘卜紙 빼 

14. 그리하여 너희와 그 이후의 
백성들을 이 땅에 거주케 하리니 
이는 내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와 
나의 벌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함 

| 이라 

成^외成必知 J4縱效휀 

1 15. 선지자들이 강구하니 거만하 
며 배반하는 모든 자가 멸망케 되 
었더라 

©起深多其， 

1 16- 지옥이 그들1》뒤에 있고 그 
안에서 피가 섞인 곪은 물을 마시 

1 니라 

© 혼신S心 

i 11-D 창조주는 그분의 뜻에 따라 백성들 가운데서 선지자로 선택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임무와 
은혜를 더하시니라. 잠카샤리는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그들 선지자들은 불신자들의 
질문에 “선지자들도 너희가 똑갈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언급하지 아니했 
으나 그밖의 것은 그들 불신자들과 갈지 않다는 것이다”(알카샤프 544/2). 

i 12-D 선지자들이 계속하여 말하길,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을 그 무엇이 방해하 
1 리요” 

1 2) 하나님의 벌로부터 구제 될 길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으니 

16-1) 불신자들 



제 14장 아브라함 : 17〜21 451 mm 

17. 그것을 마시되 거의 삼킬 수 
없으며 죽음이 모든 곳에서 그에 
게 다가오되 아직 죽지 아니하니 
그 앞에는 고통스러운 벌 뿐이라 

18. 주님을 불신하는 자를 비유 
하사 그들이 하는 일은 폭풍이 부 
는 날 폭풍에 휘날리는 재와 갈아 
그들이 얻은 것을 감수하지 못하 
니1》그것이 최후의 방황이라2) 

19. 하나님께서 진리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 
뇨 그분이 원하실 때 너희를 제거 
하시고 새로히 창조하시니라1》 

20.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 

21. 그들 모두가 무덤으로부터 
주님 앞으로 나오매 연약한 자들 
이 오만한 자들에게 말하길 실로 
우리는 너희를 추종했으니 너희는 
우리를 하나님의 벌로부터 조금이 
라도 보호할 수 있느냐고 묻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었더라면 
우리도 너희를 인도했으리라 이제 
우리가 노여워하거나1> 인내한다 
하더라도 별도리가 없으니 우리에 
게는 피신처가 없노라고 하더라2> 

18- 1)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 재가 휘날려 가버리듯 불신자들이 현세에서 얻은 모든 업적도 사라 
져 버린다는 뜻으로 비유되고 있다고「꾸르뚜비」는 풀이하고 있다(알꾸르뚜비 3sa句). 

2) 가장 큰 손실이라. 

19- 1) 새로운 것을 창조할 능력이 있듯이 멸망케 할 능력이 있으시니라.「이브누 압바쓰」는 다음 
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불신자들이여! 너희를 멸망케 하고 너희보다 훌륭하게 예의바론 
백성들을 창조하느니라” 

21-1) 오백년을 노여워하였고 오백년을 인도하였다고「무가떨」온 해석하고 있다. 

2) 심판의 날이 이르면，믿음을 갖지 아니했거나 불신했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두 가지가 있 
으니 첫째는 잘못 인도되어 각 개인이 자신들의 책임을 맡게 되므로(제2장 134절 참조) 타 
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들올 잘못 인도했던 불신자들로 하여 
금 하나님의 벌을 피하게 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둘째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에 의지했던 
자들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벌로부터 그들을 구하여 줄 것을 요구했을 때 불신자들의 
대답은 14장 器절에 있는 그대로 노골적이며 조소적이고 잔인할 뿐이다. 

•故•일 

© ^4고녀^占石^i多匕上^ 

배와과와藏， 
©김必렇쇗 

炎^■고fe연빼® 
푯육느與; 

©•少도匕3 

해^版必與執3松 以쇼！호石 

느쇼 U 고一版 i與최於狂及방 

々士면이 

I ■校해^按故我^理部^행裝s法述空_ 圈™^園■■때■隨■四 



제 14장 아브라함 : 22-25 452 

22. 그 일이 결정되었을 때” 사 
탄이 말하길 실로 하나님이 너희 
에게 진실의 약속을 하셨기에 나 
도 너희에게 약속하였으나 실패하 
였도다 나에겐 너희를 지배할 권 
능이 없었으나 내가 너희를 부르 
매 너희가 내게 응답하였을 뿐이 
라 그러므로 나를 비난하지 말고 
너희 자신들을 비난하라 내가 너 
회를 도울 수 없으며 너희가 나를 
도울 수 없노라 실로 나는 너희가 
이전에 나를 하나님과 대등케 했 
던 것을 불신하니라 실로 우매한 
자들에겐 고통스러운 벌이 있을 
뿐이^2> 

23. 그러나 믿음을 갖고 선을 행 
하는 자들은 강이 흐르는 천국에 
들어가 그곳에서 주님의 허락으로 
영생하며 그곳에서 평안하소서 라 
고 천사의 인사를 받노라 

24.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유하셨는지 알지 못하느뇨 훌륭 
한 한 마디의 말은 알찬 한 그루 
의 나무와 같다고 했거늘1> 그 뿌 
리는 단단하고 그 가지는 하늘로 
향하니라 하셨더라 

25. 그 나무는 매 계절마다 열매 
를 맺으며 이는 주님의 허락이라 

參고必고;孤 홧했建©⑷여i 
(교此 在炎ᄃ CiG獄7起成넋^도 
幽i ◎婚I及^炎^敬 
빼빠路炎A혀改想 
대빼 ■느 

숏多우수다i쎄남구; 

"④公》표드起나與?악多心 
©‘X여延! 

0량생仏빠述때 
옮細 id後：與회심被 

0,物必‘起따방典■假多 

22-1) “일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업적에 따라 지옥과 천국으로 들어갈 심판이 끝났을 때” 라는 
뜻으로 이 때에 사탄이 스스로 자신의 속성을 선언하였다. 
“내가 너희를 기만했느니라. 실로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였으며 진실하였으나 너희는 하나 
님 보다는 나를 더 믿고 따랐으되 나에게는 너희를 다스릴 권능이 없도다. 내가 단지 너희 
를 부르니 너희가 나를 따랐을 뿐으로 너희는 너희 스스로의 자신을 비난하라. 내가 하나님 

과 갈을 수 있는가? 나는 그렇지도 아니했고 또 결코 그분과 같이 될 수도 없다. 너희가 잘 
못했으니 벌은 너희가 받아야 당연함이라” 

2) 부활의 날 이블리스는 불지옥에 있는 설교단에 올라 연설을 하며 이때 불지옥에 들어온 모 
든 피조물이 이 설교를 듣게 된다고 하싼은 해석하고 있다(알꾸르뚜비 35公公》 

24-1) 훌륭한 말 한마디는 믿음으로써 좋온 한 그루의 나무에, 불신하는 말 한마디는 믿음을 부정 
하는 것으로써 나쁜 한 그루의 나무에 비유되고 있다. 이브누 압바쓰는 훌륭한 말 한마디를 
‘라 일라하 일랄라후’에，좋은 나무는 믿음올 가진 진실한 신앙인에 비유하고 있다(알무크타 
싸르 2G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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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셨더라 또 하나님은 백성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고자 
하심이라1> 

- 、가 ‘ ^ •- 사시 人 에 

效◎幻。與 y 
복 

26. 또 비유를 들어 한마디의 나 
쁜 말은 좋지 못한 나무와 같으니 
뿌리가 땅에서 나와 있어 안정이 
없노라 하셨더라1》 

&최화延빠雄終S ； 

©실■빼必 1 

27. 하나님은 현세와 내세에서 
말씀으로 믿는 자들을 안정케 하 
사1ᅮ 죄지은 자들을 방황케 하시니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니라 

행i起화쇼당뗀#述^\5gJU以^ 

忘 物6왕_在 :: 

28.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 
신으로 대신하여1〉그들의 백성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보지 
못했느뇨 

於뼈 J 敗If 

29. 그들은 지옥으로 들어가 불 
에 타니 불행한 거주지라 

©，쑈次i域仏 

30. 그들은 하나님에 대적할 우 仏어^려j 

幻-1) 좋은 나무는 보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며 좋은 나무는 안정이 되어 뿌리가 단단하니 바람과 
폭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아니하며，좋은 나무는 그의 가지를 하늘로 뻗쳐 하늘로부터 햇빛 
을 받으며 새들에게 아늑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사람과 동물에게는 그늘을 만들어 휴식을 
갖게 하며 아름다운 나무는 풍성하고 달콤한 과일을 맺어 인간의 일용한 양식으로 하여 주 
니 좋은 말은 바로 좋은 나무와 같은 것. 

26-1) 이브누 압바쓰는 좋은 한 마디의 말은『라 일라하 일랄라후 :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말 
에 비유되고 한 그루의 좋은 나무는 r라 일라하 일랄라후」를 믿는 마음이며，한 마디의 나 
쁜 말은 불신과 갈은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27-1) 유일신으로써의 창조주의 존재를 확증하는 “라 일라하 일랄라후 :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그들을 안정케 하고 현세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니 그들은 
유혹되지 아니 하니라. 한편 내세에서는 무덤에서 두 천사가 질문할 때 “라 일라하 일랄라 
후 와 무함마둔 라수룰라 :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무함마드는 하나님 
의 선지자이시라”고 증언한다. 

我-1) 메카 불신자들에게도 창조주께서 그들올 위해 그들을 인도할 선지자 무함마드를 보내어 그 
들로 하여금 평안하게 살도록 은혜를 베풀었으나 이들 불신자들은 은혜를 불신하였고 선지 
자를 거역하였다. 

^登雄■■■년，^^노■，適_强■我細병^^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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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세워 백성을 그분의 길에서1> 

벗어나게 하니 일러가로되 만끽하 
라2> 실로 그들의 목적지는 불지옥 

이 되리라 

31. 믿음이 깊은 나의 종복들에 
게 일러가로되 어떤 거래도 유용 
치 아니할 그날이 오기전에 예배 
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 
푼 일용할 양식으로 알게 모르게 
자선을 베풀라1> 

32.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사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셨으며 
그로부터 열매를 맺게하여 너희에 
게 일용할 양식으로 하였노라 또 
한 너회를 위해 우주를 주관하시 
매 그분의 명령에 따라 바다를 운 
행케 하고 강이 너희에게 유용케 
하셨더라 

33. 그분은 해와 달이 항상 그 
운행을 지키게 하여 너희에게 유 
용케 하시며 밤과 낮을 너희에게 
유용케 하시니라 

34. 그분은 너희가 요구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베푸시매 실로 너 
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 헤아 
려 보려하나 헤아릴 수 없으니 실 
로 인간은 우매하여 감사할 줄 모 
르더라 

沒나•，多란 

빠강例서 狀版^技必 
^ 스넜 ☆、그*샀쯧多쌌i公라)、 

© 빠必容松〉: 

;3邦少:孤려»유 紙 
，公#G々혀次及있版 
자^，必 

뼈따과여效지 
©:樣版합 

與며;接교然比 대^; 
紀吸빠閣 •회 

30- 1) 하나님의 종교로부터 
2) 현세의 물욕과 권세와 오락을 향락하라. 

31- 1) 심판의 날이 오는날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그 가치성을 상실하게 된다. 현세에서 
물질은 더 필요치 않게 되므로 누구에게 줄 수도 없고 받을 필요성도 없다.「바이으j 는 모 
든 판매행위, 즉 물물교환이나 구매 및 판매 둥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은 심판이 오기 이전까지는 그 가치성이 있으므로 가치성이 있을 때 자선사업으로 소 
비하여 내세의 천국에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심판의 날이 되면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의 책임을 지게 된다. 다른 사람이 자기의 책임을 대신 할 수도 없으며 내가 다른 사 
람을 도와줄 수도 없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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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35-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도하였 
노라 주여 이 도시를 평화롭게 하 
여 주시고 저와 제 자손이 우상을 

■ 섬기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1" 

36. 주여 이 우상들은 실로 많은 
인류를 방황케 하였나이다 그러나 
저를 따랐던 자는 저의 안에 있나 
니1> 저를 따르지 아니한 그들에게 
관용과 은혜를 베푸소서 

37. 주여 저는 당시의 명령에 따 
라 제 자손의 일부를 계곡에서 거 
주토록 하였으니그곳은 경작지 
가■ 없는 당신의 성스러운 집이었 
습니다2》주여 그들로 하여금 기도 
를 드리도록 하여 주시고 사람들 
이 그들을 사랑토록 하여 주시며 
저들에게 과실을 일용할 양식으로 
베푸시어 저들이 감사하도록 하여 
주소서 

38. 주여 당신은 저희가 숨기는 
것과 밖으로 나타내는 것도 아시 
나니 하나님께는 천지의 모든 것 
이 숨겨질 수 없나이다 

(요。c 아난비 占자5士—!고之 낸。t나m 

에 A(沒仏 떠段紀 
여었께꺾파必 

©《향회빠^해; 

© 知少 

35- 1)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 이스마엘과 함께 카으바 신전을 건립하고 그곳에 축복을 내려 메카 
의 백성들을 평안케 하여 줄 것을 기원하고 우상을 숭배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기도하면서 이슬람의 유일성을 강구하였다. 

Abdallah Yusuf Ali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음 4가지로 요약 성명하고 있다. 

첫째 : 35-36절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둘째 : 37-38절에서 그의 자손 그 가운데서도 장남 이스마엘을 위해서 
셋째 : 39-40절에서 개인적인 소망으로써 그의 가족 이스마엘과 이삭의 자손들을 위해 
넷째 : 41절에서는 자기자신，그분의 부모 및 믿음을 가진 모든 신앙인 및 공동체를 위한 기 

도가 엿보인다(The Glorious Kuran, Beirut p.630 Note No.1912). 

36- 1) 저를 따라 창조주의 유일신을 믿는 이들은 저의 종교의 한 가족입니다. 

37- 1) 아브라함의 아내「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메카 계곡에 정주케 하였다. 

2)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현재의 잠잠샘이 있는 곳에 아내 하갈과 젖먹이 이스마 
엘을 두고 어디론가 떠났는데 거주하는 사람들은 물론 경작지나 우물하나 없는 계곡에 싸 
인 불모지로 바로 그곳은 후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마엘이 세운 카의바 신전이 있는 

오늘날의 하람사원이었다. 

無簡^難■■■■數理■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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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나이가 많은 저에게 이스마 
엘과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여 영 
광을 홀로 받으소서 실로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1》 

여^次녀 的써대 

40. 주여 저로 하여금 예배를 드 
； 리는 자가 되게하여 주소서1> 저의 
1 자손에게도 그렇게 하여 주소서 

주여 그리고 기도를 받아 주소서 

按렵 내;逆必피 功 
® 誤“ 

41. 주여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 
S 주소서 저의 부모와 믿음이 있는 
자에게도 심판이 있는 날에 관용 

5 을 베풀어 주소서1ᅭ 

石—此 6나少 a수와系 
©산“)u技 

42. 죄인들이 행하는 것을 하나 
님이 무관심하다 생각치 말라 실 
로 그분은 그날을1〉위하여 그들을 
유예할 뿐이니 그들의 눈들은 그 
날 공포로 응시하리라 

소公^。文炎쑈 앗 
® 必，次 

43. 그들은 서둘러 목을 길게 하 
1 고 머리를 세우며1> 그들의 눈들은 
1 두려움으로 가득차 바라보지 못하 
8 나니 그들의 마음은 공허하니라 

화소같3;今々2 
©雄i쌌챵敗料; 

391)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112살에는 이삭을 낳았다(이브누 압바쓰 : 자드 
알마씨르 ᆻ368 참조) 한편 창세기 21장 5절에는「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에 
백세라」창세기 17장 24-25절에서，「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에는 십삼세이었더라. 당 
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이에 의하면 이삭이 태어났고 아 
브라함의 나이 99세때 이스마엘의 나이 13세였으므로 그는 아브라함의 나이 效세때 태어난 

1 것으로 보고 있다. 
1 한편 이삭의 자손은 이스라엘과 예수의 믿음을 따랐고 형 이스마엘은 이슬람의 믿음, 즉 유 

일신 사상을 갈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라 오늘의 종교를 완성시켰다. 

| 40-1) 아브라함의 여섯번째 기도이다. 

41-1)「왈리 다이야」나의 부모란 뜻으로 아브라함의 부모 특히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불신 
1 자중의 한 분이었다(必장 26절 및 6장 74절). 그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아브 '：； 

라함의 유일신 신앙에 돌을 던져 학대하고 감옥에 투옥시켜 학대하였고(19장 46절》，하물며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 그곳에 던져버리기 까지 하였다(21 장 52, 秘절).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온순하여 아버지의 죄악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였다. 

1 42-1) 심판의 날 

43-1) 그날 사람들의 얼굴은 하늘로 향할 뿐 어느 누구도 타인을 보지 않는다고「하싼」은 풀이하 
1 고 있다(알꾸르뚜비 377/9). 1 il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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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람들에게 재앙이 올 그날 
을 경고하니1> 죄인들이 말하길 주 
여 얼마간 저희를 유예하여 주소 
서 저회는 당신의 부름에 복종하 
고 선지자들을 따르겠나이다 하니 
가라사대 너희는 이전에 너희에게 
종말이 오지 아니할 것이라 맹세 
하지 아니했더뇨 

45. 너희는 스스로를 우롱한 무 
리의 주거지에서 살고 있을 때 하 
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으며 
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분명한 
비유로 설명하셨노라 

스즛多 이 S2 U多는起;호 

身;빠 S 쑈양必疏첬紀， 

쇄藏며유삐 
四數도:爲 被技 

46. 그들이 음모하였으나1》그들 
의 음모가 비록 산들을 진동한다 
하여도 그들의 음모는 하나님 안 
에 있었노라2> 

생다必 Cii컁대多。S 

® 최此 0i激敎 

47. 하나님께 그분의 선지자들에 
게 약속을 어길 것이라 생각치 말 
라 실로 하나님은 응보의 권능이 
있으시니라 

及돼빼必 훼多效 
©쇄 

48. 어느날 지구가 다른 것으로 
변하고 하늘이 그러하니1ᅭ 모든 것 
이 무덤에서 나와 홀로 계시며 권 
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께로 오느 
니라 

49. 그날 그대는 족쇄에 묶여 있 
는 죄인들을 보리라 

弟公父^^3必소S 必起5 

44-1) 무함마드여 부활의 날에 있을 무서운 응벌로 불신자들을 두렴게 하라. 

46-1) 선지자와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을 속여 살해하려 음모하였으나 
2) 이 음모에 대한 하나님의 벌과 선지자와 믿는 신앙인들을 보호하였느니라. 

48-1) 지구가 다른 것으로 변하고 하늘이 그러하다는 것은 새로운 대지와 새로운 하늘을 의미한 
다. 곧 종말의 날 모든 사물이 완전히 변화된 상태를 일컫는다. 다음절에서 묘사하고 있듯 
이 상징과 은유적으로 인간에게 묘사되고 있는 새로운 세계와 정신적 세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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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장 히즈르 

본 절은 알리프, 람，라로 시작하는 여섯개의 장 중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되고 있는 장으로 메카에서 계시된 99절이다. 이 장은 메카 중반 

기를 조금 넘어선 후기에 계시된 것으로 이슬람의 핵심이 되고 있는 

유일신 사상과 선지자의 도래，부활 및 심판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사악함은 인간이 갖고 있는 거만과 오만에서 유래되나 하나님은 항상 

그 사악함을 관용으로 용서하려 하신다. 아브라함의 경무가 그랬고 

롯의 경우가 그랬고「아이카」나 히즈르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증에 귀 

를 기울였다면 그들에 의해서도 입증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 

은 불신자들의 오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계시를 보호하고 있다. 하 

나님은 모든 것의 시원이 되시며 그분께서는 백성들을 그분께로 귀의 

시킬 것이라고 15장 1〜幻절에서 언급하고 있었다. 이블리스의 오만 

함과 거만함으로 야기된 사악함이 비록 당분간 허락되었지만 하나님 

의 메세지가 부여된 선지자들에게는 어떠한 두려움이나 사악함도 영 

힘를 미치지 못하였으며(15장 26〜於절)，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 

준 은혜는 표현할 수 없는 죄악을 낳은 롯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도록 

보내어진 선지자들에 의하여 전달되었고, 사악함은「아이카」의 추종 

자들에게 돌아갔다.(15장 51 〜84절) 

본 장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함에 있어서 겸손 

하고 하나님을 섬기매 평생 섬겨야 한다고 15장 改〜99절에서 끝을 

맺고 있다. 본 장이「히즈르」라고 불리워지게 된 이유는 창조주께서 
「메디나」와「삼」지역 사이에 있는「히즈르」라는 지역에 거주지를 두 

었던 살레의 백성，즉 사무드 부족에 있었던 사건들을 자주 언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본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4). 



제 15 장 

^비로우시고 자에^우신 
하나님의 이^으로 

1. 알리프 람 라 이것은 성서의 
말씀으로 진리를 밝혀주는 꾸란이 
라 

2. 아마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자신들이 일찌기 무슬림이 되 
었을 것을 하고 원할 때가 오리라1ᄎ 

3. 그들이 먹고 인생욜 향락하여 
그들의 소망이 그들을 기쁘도록 
두라 그들이 곧 알게 되리라 

4. 이미 정하여진 계율이 이르지 
아니한 민족을 하나님이 멸망케 
하지 아니 했으며1> 

5. 어느 민족도 그들의 운명을 
서두로거나 지연시킬 수 없노라1》 

2-1) 허위와 위선과 음모에 의해 유혹에 빠졌거나 고의로 하나님의 율법울 깨뜨린자들이 스스로 
무서운 참상에 빠져 있음을 알때가 필연적으로 오게된다. 그때서야 그들은 창조주의 의지와 
섭리를 추구하여 진리의 길을 따랐더라면 하고 깊이 후회하고 바랄 것이다. 물론 그 시기는 
각 인간에 따라 또는 창조주의 섭리에 따라 빨리 을 수도 있으며 늦을 수도 있다. 또한 그 
시기는 살아있을 때 일수도 있고 임종시나 심판을 받올 시기일 수도 있다. 인간은 서둘러서 
회개해야 하며 늦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올 예시하고 있다. 

4- 1) f키타분j 은 한권의 책 또는 기록이란 뜻이며「마을루문」온 “알려전”이란 의미로 끼타분 마 
을루문』은 알려진 하나의 기록 또는 알려진 하나의 계율이란 의미를 갖고 있으나 본문에서 
는 더 많은 숨은 의미가 있다. 첫째는 각각의 사물과 인간에는 주어진 일정한 기한이 있다. 
그들의 선택 능력은 창조주의 의지에 따라 그들의 의지를 도약하고 형성할 기회를 갖게 된 
다. 그렇게 하여 스스로를 창조주의 우주법칙에 종속시킬 수 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는 충분한 동아줄이 주어지며 그 기간이 지나면 그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 
게 된다. 둘째는 진리에 사는 사람도 또는 창조주를 불신하는 불신자도 그 기간을 서두르거 
나 지연시킬 수 없다. 창조주의 의지가 선행된다. 창조주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다. 셋째 
는 한 민족이 멸망하는 것은 창조주 스스로 내린 벌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자유의 
지에 따라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미 창조주의 율법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5- 1) 메카 백성들올 위한 경고로써 창조주의 존재를 불신하고 율법올 거역하는 죄악은 반드시 멸 
망케 된다는 교훈올 그들 불신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이브누 카씨르」는 해석하고 
있다(알무크타싸르 308/2). 

Q소玄찾 I (七多 I고U-^ 

① 스^多 나?'!多; 노뇨레석I 그향여) 

© 方 

© 성公 各뱐셔갰 t:성。■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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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變^^^^^^^^뼈幽■理雜後，，^^■理證雄 

6. 이때 그들이 말하더라1》그대 
에게 꾸란이 계시되었다니 그대가 
미친자가 아니뇨 

7. 그대가 진실한 자■ 중에 있다 
면 왜 천사들을 이르게 하지 않느 
뇨1> 라고 하니 

8. 하나님은 진리의 목적을 위하 
여 천사들을 보냈을 뿐이라 만일 
천사들이 그들에게 왔다면 그들은 
유예되지 못했으리라는 

9. 하나님이 실로 그 메세지를 
계시했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 
하리라1> 

10. 그대 이전 초기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냈으나1> 

상!^I ᆻ 3S난^^接以 

© 與섹。었故句其述此잇 

0 최_티多WP 遊花 

必®幽빼 細比겋述 

11-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르면 ©6^^남^^L4잊^^&다 

6-1) 메카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이 선지자 무함마드를 조롱하여 말하길， 

71)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이 정도는 단순한 조롱에 불과할 뿐이다. 그들은 창조주 
로써의 하나님은 물론 천사들의 존재나 계시된 성서의 말씀도 부정하며 단지 물질적인 것 
에 집착되어 있올 뿐이다. 

8- 1) 천사들은 불신자들의 일시적 기분이나 호기심올 만족시키기 위해 오지 아니하며 단지 하나 
님의 메시지를 영감으로 전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올 수행하기 위해서 도래한다. 만일 천사 
들이 불신자들에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곧 불신자들에게 벌을 수행하는 것으로 온 것이다. 
천사들이 도래한 후에는 그들 불신자들에겐 유예의 기간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압둘라 
유스프 알리는 풀이하고 있다<The Glorious Kuran, Beirut, p.638 Note No.1942-1943). 

9- 1)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이후 14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꾸 
란」의 원본은 그대로 보존되고 있으며 또한 꾸란은 영원히 창조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님이 보호하실 것이라 본문에서 계시하고 있다. 창조주는 계시한 꾸란의 증가 및 감소^ 변 
경 및 대체되는 것을 막아 계시된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으로써 암기하도록 하였다고 해설 
가들은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5). 

10-1) r쉬아」는『쉬아룬」와 복수 형태로 그 뜻은 “하나의 종파”, “하나의 종교적 분파”란 의미다. 
사람은 어느 때는 진리의 단편만을 보고 그 단편적인 것 또는 분파에 빠지곤 한다. 모든 선 
지자들은 이러한 단편적인 것과 분리된 것을 조화하여 진리의 천체를 보도록 하기 위하여 
온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창조주 유일성의 진리와 복음올 가르쳤다. 그리하여 선지자 
무함마드는 유대교와 기독교 및 이교도들 가운데 잔재하고 있는 많은 단편적인 것과 부분 
적인 것올 통일하기 위해 창조주가 무함마드를 최후의 선지자로 선택한 것이라고 Abdallah 
Yusuf 새는 해석하고 있다(The Glorious Kuran Beirut p.638 Note No.1945). 



그들은 오히려 그를1》조롱하였더 

12. 하나님은 그것이1> 죄인들의 
마음속에 들도록 하였으나 

13. 그들은 그들 선조들이 멸망 
한 선례가 있음에도 그것을1> 믿지 
않더라 

14.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그들이 그곳을 향하여 
오르게 한다 하여도 

15. 그들은 틀림없이 우리의 눈 
들이 도취되어 우리가 마술에 걸 
려 있을 뿐이라고 말할 것이라1ᅭ 

16. 그리하여 하나님은 하늘에 
천도를 만들고 보는 자들을 위해 
그것을 장식하였으며1》 

17. 하나님은 그것을1> 저주받은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였노라 

18. 그러나 몰래 듣는자는 타오 
르는 선명한 불꽃을 따름이라 

© 占^도“넓화고바!^방??류 ᄃ고y; 

©J:，裝炎;細낸策述 

©在내公녀획 

© 以수々。心玄! 유i간k3J。人12겐 

11- D 선지자 
2)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로하는 절로 불신자들이 그대를 비웃듯 그대 이전 선지자 및 예언자 
들도 그 당시 불신자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느니라- 

12- 1) 조롱 

13- 1) 꾸란 

15-1) 무함마드가 우리에게 마술을 걸었을 뿐이라. 하늘의 문을 열어 불신자들로 하여금 오르도록 
하여 그곳에서 창조주의 왕국과 능력과 권능을 보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그들 불신자들은 
마술에 걸린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불신하였을 것이라는 뜻으로「라지」는 해석을 덧 
붙이고 있다(알과크르 알라지 167/19). 

16- 1) 별들과 은하수로 장식하였으며 

17- 1) 지상위에 있는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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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님께서 그들 모두를 모이 
게 하시니n 실로 그분은 권능과 
아심으로 충만하심이라 

⑧캇始우技供ᄌ聲 疏 

26.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사 
검고 묽은 진흙으로 만드셨노라n 

27. 하나님이 또 영마를 창조하 
사 그것은 뜨거운 살인의 불을 창 
조하기 이전이라1> 

다此^때I 明么述 
© 딩보、그 

© 닌더신々소지起노 (1곳고I? 

28. 보라1> 주님이 천사들에게2> 
내가 검고 묽은 흙으로 인간을 창 
조하리라 말씀이 있었노라 

29. 내가 형상을 만들어 그안에 
나의 영혼을 불어넣을 때 너희가 
그에게 부복ᄇ 하라하니 

30. 천사들 모두가 부복하더라11 

© 좌빠起成의炎P與 

25- 1) 계산하여 보상하기 위해 

26- 1) 쌀 쌀-린 : 두드렸을 때 소리가 나는 도기류와 갈은 마른 진흙이란 의미를 갖고 있으나 본 
장 26절과 29절을 분석하여 볼때 인간의 육체는 물은 진흙으로 빚어 만들어진 다음 그것이 
말라 두둘기매 소리(곧 인간의 언어》가 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 후 창조주의 영혼이 그 
안에 들어가 인간의 말(소리)이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Abdallah Yusuf Ali, The 

Glorious Kuran, Beirut, p.642 Note No.1966). 

27- 1) 창조주는 인류의 아버지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영마와 사탄들과 사탄중의 사탄「이블리쓰j 
를 뜨거운 화염으로 부터 창조하였다고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J). 

28- 1) 무함마드여! 그대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내가 검고 물은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리라” 말한 
그때를 상기하라. 

2) 창조주가 천사들에게 곧 인간을 창조할 것이라 예고한 것은 천사들로 하여금 인간에게 부 
복하고 불신과 오만과 시기함으로 가득찬 이블리스(사탄중의 사탄》를 멀리하게 하여 인간 
을 천사위에 높이 두고자 하는 창조주의 의도를 암시하고 있다. 

29- 1) 싸즈다 : 엎드려 경배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으나 본문에서 의미하는 것은 경의와 존경을 
나타내는 것이다. 

30- 1) 본 절은 다음 3가지 사항이 강조되고 있다. 
첫째，창조주가 인간에게 창조주와 갈은 지식과 의지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주의 영 

혼을 불어 넣으므로써 인간이 그것을 올바로 사용할 때 인간은 어떤 다른 피조물보다 

위에 있게 된다. 
둘째，악의 근원은 사탄의 오만과 질투와 시기심으로 인간이 흙으로만 창조되었다는 형이 

하학적인 측면만을 보려하고 창조주의 영혼으로 생명이 있다는 형이상학적 측면을 
보지 아니하려 한다. 

셋째，사탄은 그에게 복종하는 것들에만 다가온다. 왜냐하면 창조주의 섭리와 은혜를 넘어 
설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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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그러나 이블리스는 부복하는 
자중에 있기를 거절하였더라1> 

32. 하나님이 이르시길 이블리스 
여 네가 부복하는 자중에 있지 않 
는 이유는 무엇이뇨 라고 물으니 

33. 이블리스가 말하길 당신께서 
묽고 검은 진흙으로 빚은 인간에 
게 왜 내가 부복하여야 합니까 라 
고 대답하더라1> 

34. 그리하여 하나님은 명령하셨 
나니 그곳1>으로부터 나가라 너는 
저주받았노라2> 

35. 심판의 그날까지 너에게 저 
주가 있으리라 

36. 이때 이블리스가 주여 부활의 
그날까지 저를 유예하여 주소서 

37. 하나님이 이르시길 네가 유 
예되는자 가운데 있으되1> 

38. 지정된 그 시간 그날 까지라 
하시니 

39. 이블리스 말하였더라 주여 
당신이 나를 방황토록 하였기에 
지상에서 내가 그들을1> 유혹하여 
그들 모두를 방황케 하리요2》 

© 쇼一나6患:0^政 

©대2훼淑篇敬S 

J며士 ■씼冷S■면 

@ ^조少 U호 JJ죤三최 & 

逆) 성다义즛교幻^在《。治 

© 소④公1。攻향0送 

©회 쇄激L 

쇼>仏以힛0英교나수;^ 

31-1) 이블리스가 창조주의 명령에 거역하며 아담에게 부복하지 아니한 것은 
첫째，이블리스는 천사가 아니라는 것과 

둘째，천사들은 빛으로부터 창조되었거나 이블리스는 불에서 창조되어 오만과 기만과 시기 
심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33- 1) 흙으로 빚어진 하찮은 아담에게 내가 어떻게 부복한단 말이뇨? 

34- 1) 하늘이라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8). 

2)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추방된 자이다. 

37-1) 사탄 이블리스도 죽은 후 다시 부활한다고 r꾸르뚜비」는 풀이하고 있다(알꾸르뚜비 27/10). 

39-1) 담의 자손들 
2) 복음의 길로부터 아담의 자손 모두률 벗어나게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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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그러나 당신의 진실한 종복 
j 들은 제외됨이라1> 하매 

41. 하나님이 이르시길 나의 성 
실한 종복이 가는 길이 내게로 이 
르는 올바른 길이라 

©성스5넷、此與 

4Z 실로 너 사탄은 탈선하여1> 너 
를 따르는 자 외에는 나의 종 어느 

1 누구도?" 지배 할 수 없노라 

43. 실로 지옥은 그들 모두를u 
1 위한 약속된 곳으로 

44. 그곳에는1> 일곱개의 문이 있 
으며 그것은 그들 죄인들에 배당 

| 된 각각의 문이라9 

45_ 그러나 실로 정의롭게 사는 
자는1ᅭ 우물이 있는 천국으로2ᅮ 

육)히낮“신교최상 

46. 평안하고 안전하게 그곳에 
1 들게하여 

©라知抄내 

47.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증오를 제거하리니^ 그들은 형제 

! 처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더라 

义 이기과i※고나상효以 
@했我々 

40-1) 당신께 순종함으로써 나 사탄의 힘으로 유혹할 수 없는 신앙인들은 제외됨이라. 

t 42-1) 위선자 및 불신자들 
2) 믿음이 강한 나의 종 신앙인들 

j 43-1) 사탄 및 그의 추종자 모두 

44~1) 지옥 
i 2) 각자는 그가 행한 결과에 따라 각 문으로 들어가며 그가 행한 양에 따라 영속한다고「이브 
| 누 카씨르」는 풀이하고 있다(알무크타싸르 312/2). 

45-1) 창조주의 존재에 대한 불신이나 의심이 완전히 배제된 신앙위에 모든 옴란한 행위를 멀리 
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j 2) 내세에 있을 천국으로 무르익은 과일로 풍성한 과수원과 물이 넘처흐르는 샘물과 쌀싸빌 
i (천국에 있는 한 우물의 이름) 및 술과 꿀이 흐르는 천국으로 묘사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 

씨르 제7권 p.11). 1 

47-1) 천국에 들어가는 의로운 사람들의 마음이 순화되니 과거의 모든 분노와 시기 및 질투심이 
제거되고 진실한 형제애(Brotherehip)가 형성되며 각자의 존엄성이 존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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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우리가1> 진실로 당신께 진리 
J 의 복음을 전하였으니 실망하는 
| 자중에 있지 말라 

麥炎갗노 故功— 

56. 아브라함이 대답하더라 방황 
； 하는자 외에는 누가 주님의 은혜 
를 실망시키리요 

® 슨，꿎。2■"고1※포고5 占，요얗(그도; 0兵 

57. 천사들이여 당신들의 사명이 
무엇이뇨 라고 물으니1> ©占閑고고때 

58. 죄지욘 롯의 백성에게 저희 
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천사들이 
대답하더라” 

© 교양《보}내현)按反 

50. 그러나 롯의 가족을0 제외하 
! 고 우리는 그들 모두를 구제하리 

요 

60. 그러나 롯의 아내는 구제 될 
수 없으매1> 그녀는 벌을 받게 되 

1 리라 

61. 사자들이 롯과 그의 추종자 
； 들에게1> 이르렀을때 

호#바노犯 i 取成 

? 62. 롯이 내가 알지 못하는 당신 
들은 누구이뇨 라고 말하니 

55-1) 천사들 

1 57-1) 아브라함이 질문하니 

I 58-1) 창조주를 불신하여 방황하는 롯의 백성들을 멸망키 위해서 주님께서 저희 천사들을 보냈습 

니다. 

j 59-1) 롯을 따라 믿음을 가졌던 그의 가족 및 신앙인들 | 

홈 60-1) 롯의 가족 가운데 그의 아내는 제외 되었으니 그녀는 불신자로 죄인이었기에 멸망하게 되 
었다고「꾸르뚜비」는 풀이하고 있다<알꾸르뚜비 36/1이. 

61-1)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과 그 교훈을 추종하여 따르는 사람들을 아랍어로 “아알”이라 하며 
민족 또는 후손이라고 할 때는「아홀」이란 단어가 더 가까운 의미라고 풀이된다. 물론「아~ 

1 알』에도 예를 들어 r아알 무함마드ᅪ 의 뜻은 무함마드의 직 계 후손과 더불어 무함마드의 가 J 

르침을 따른 추종자들이라 해석될 수도 있으나「아알 루뜨」의 경우는 가족 및 후손이라기 
보다는 롯을 따랐던 추종자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 고 : ☆，상“、뇨이，J 더、상 «r---느 세 A 



63. 우리는 사자로써 백성들이 
의심하는 것을1ᅭ 완성하고자 당신 
께 왔나이다 

64. 우리는 진리로 당신께 이르 
렀으매 우리가 말함이 진리라 

65. 그러므로 당신 가족과 함께 
밤중에 떠나라1ᄉ 그리고 그들 뒤를 
따르되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뒤돌아보지 말라 너희가" 명령받은 
그곳으로 떠나라 

66. 그리고 아침이 될 때 죄인들 
모두에게 은혜가 단절되리라는1〉 
소식을 그에게2ᅮ 전하였더니 

67. 그 도시의 백성들이1》기뻐하 
며 서둘러 오더라 

68. 이때 롯이 말하길 이분들은 
나의 손님들이니 나에게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69. 하나님을 경외하여 나를 부 
끄럽게 하지마소서 라고 말하니 

70. 그들이 말하길 우리가 당신 
께 저마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 
지 아니하였소 

71. 롯이 말하길 너희가 원한다 
면 결혼할 나의 딸들이]) 있노라 

必방i짜^ 

©6今一獻聲냉淨; 

爲대⑶'必公:與고乳病 
© 述多起: 札n 쇄巡 

©。녀泳•技5 

紋빼多겠여 

@ 公호多 상; 

©벴藏炎廢，後 

松-1) 창조주께서 죄인들에게 약속한 벌이 온다는 것. 

校-1》롯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거역하는 백성들을 두고「샴」지역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 
로「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12). 

66- 1) 죄인들 모두가 멸망하고 그들 중의 어느 누구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2) 롯 

67- 1) r도시의 백성들」은 소돔의 도시 롯의 백성들을 가르킨다. 

71-1) 나의 딸뜰이라 함은 롯의 백성가운데 결혼할 연령에 이른 처녀들을 말하며，그들로 하여금 
간음하지 말고 정식으로 결혼을 하라는 교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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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1》내리매 그 두 고을이2》멸망 
한 흔적이 아직도 길위에 있더라 

80. 히즈르1》백성들도 예언자들 
을 불신하였으니 

81.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중을1》 
보냈으나 그들은 그에 관하여 불 
신하며 

82. 그 산에 집을 세워 하나님의 
벌을 피하고 안전하게 살려고 하 
였으나 

83. 하늘의 천벌이 아침 직전에 
그들을 멸망케 하였으니 

84. 그들이 얻었던 모든 것이1> 

그들에게 유용치 못하였더라 

85. 하나님이 하늘과 대지와 그 
사이의 모든 것을 진리로 창조하 
였고 또한 심판의 날이 을것이라1》 
그러므로 그대는2ᄉ 그들에게 너그 
럽고 관대하라 

多쓰ᄂU대;次^ 

©꽤^어必敬 

남 ¥料;版職셌錄 

©라)巡나明 6必쑈J少^ 

@ 6보■今값多당 

W政쑈匕; 必化여，■; 

© (3^谷와 지획^左넣☆分 d三 

79- 1) 7일간 혹 더위를 내려 거의 멸망할 상태에 두다가 그늘과 갈은 구름을 그들에게 보내매 이 
들 백성들 모두가 혹더위를 피하려 그늘 밑으로 모였다. 이때 다시 창조주는 불올 내려 그 
들 모두를 멸망케 하였다고 풀이되고 있다. 

2) 두 고올은 롯과 슈와이브의 도읍을 가르킴. 

80- 1) “히즈르”는 지역 이름으로 메디나 북방 150마일 쯤에 있는 돌산으로 시리아에 가는 도로에 
있으며 이 지역은 사무드 백성이 살았던 곳이다 .이 사무드 백성들에게 “살레”가 그들의 예 
언자로 왔올 때 이를 불신한 이야기로 에언자 살레에 관한 4번째 이야기이다. 

81- 1)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들로 암낙타 둥의 기적올 가르킨다. 

84-1) 하나님의 옹벌을 피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하여 산 위에 세웠던 그들의 성과 집들 

親-1) 부활의 날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선을 실천한 신앙인은 그가 행한 것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요 사악함올 행한 자 또한 그것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라. 

2) 무함마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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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실로 그대의 주님은 창조주 
이사1> 아시는 분이시라^ 

© 씼具^3必藏5상 

87. 하나님은 그대에게 자주 낭 
송하는 일곱절과 위대한 꾸란을 

( 주었노라11 

취 »빠_해 

© 左우 

88. 하나님이 일부 불신자들로하 
1 여 향락을 갖도록 한 것에 그대는 
P 눈을 크게 뜨지 말며1> 그들의 불 
{ 신으로 슬퍼하지 말고 믿는자들을 

위해 그대의 날개를 낮추라2> 

찌^ 

89. 일러가로되 실로 내가 분명 
요 한 경고자이라1》 

90. 부분으로 분리한 백성들에게는 
계시했듯이 그대에게 꾸란을 계시 

! 했으되 

호쑈一刻與按 

91. 꾸란을 부분으로 분리한 불 
신자들이 있었으므로1> 

92 그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I 님은 그들 모두에게 질문하시니라 

敗-1) 모든 것을 창조한 조물주 
f 2) 피조물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 

87-1) 7절음「파티하」를 말하여 이 7절은 예배할 때와 대화에서 자주 반복하며 낭송하기 때문이 
1 다.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된 창조주의 말씀은 무함마드를 통하여 꾸란에서 완성되 
1 도록 하였다. 

88-1) 일부 불신자들이 현세적 물질로 향락하는 것에 눈을 돌리지 말라. 그대에게는 훌륭하고 축 
복받은 자로 꾸란이 은혜로써 그대에게 계시되었느니라. 

2) ᅳ날개를 낮추어라가 라는 것은 웃사람에게 겸손하고 아랫사람에게 친절하라는 은유법이다. 

粉-1) 무함마드여! 하나님의 벌을 그들 불신자들에게 경고하려 왔다고 말하여라. 

p 90-1) “알무끄타씨미나”는 “부분으로 분리한 사람들”이란 언어적 뜻을 갖고 있으나 본문에서는 
성서의 백성들 즉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두 백성들에게 계시된 원래의 구약(타우라)과 신 
약(인질)의 일부를 믿되 또 일부는 불신함으로써 두 부분으로 분리되었다. 그래서 본문 해 

| 설에는 부분으로 분리한 사람들이 성서의 백성(아흘루 키탑)으로 풀이되고 있다. 

I 91-1) 이슬람초기 메카 이교도들과 불신자들은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꾸란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 1 

어 메카에 성지순례오는 순례객들에게 분배하여 주면서 선지자들을 험담하고 기만함으로 
써 꾸란을 조롱하였다고 Abdallah Yusuf Ali는 풀이하고 있다. 

■滿理*按^^^激^■致雜^®였*驅_佳^■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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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그들이 행하던 모든 것에1》 
관한 것이라 

94. 그러므로 그대가 명령받은 
것을 선언하되 불신자들로부터 멀 
리 하라1> 

95. 하나님은 조롱하는 자들로부 
터 그대를 보호함에 충만함이라 

96. 하나님께 다른 신을 비유하 
는 자1〉그들은 곧 알게 되리라 

97. 그들이 거짓하는 것으로 그 
대의 마음이 근심됨을 알고 있나 
니 

98. 그러나 그대의 주님을 찬미 
하고 엎드려 부복하는 자 중에 있 
으라 

99. 그대의 주님을 경배하라1》확 
실한 그날이 그대에게 오리라 

사，，대^篇 

© 己혀떠 w 版^ ⑩ 

©^쨋드起빼與成 

©士一 g 疾錄 s다系 

©췌백致冬街災is 

93- 1) 현세에서 행하였던 모든 것 

94- 1) 불신자들이 조롱하고 비웃으며 불신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관심을 갖지 말라. 

96-1) 우상을 신과 같이 숭배하여 창조주를 불신하는 자. 

99-1) 그대 무함마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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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에서 계시된 128장으로 신관(울루히야》，계시(와히》및 부활(바 
흐쓰》등에 관한 이슬람의 근본이념(아끼다》의 과제들을 다투면서 동 
시에 자연의 세계를 통하여 창조주의 섭리를 제시하고 있다.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 대 자연을 
인간으로 하여금 지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인간들로 하여금 창조 
주의 유일성과 창조주의 진리를 16장 幻절에서 인식시켜 주고 있 
으며, 인간은 최후의 목적을 관찰하는 시력을 상실해서는 아니되며 
창조주의 유일성을 가르쳐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만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백성에게 도래한 모든 예언자 및 선지자들에게 논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경고를 16장 26〜於절에서, 창조주의 한없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는 al듬은 계산되어 그에 따른 대가가 주어진다. 구름 
을 형성하여 비를 내리게 하고，가축으로 하여금 우유를 주게 하고, 

벌들로 하여금 꿀을，가족과 사회생활의 아름다운 관계, 문명의 편리 
함을 갖게 한 창조의 섭리를 16장 51 〜歎절에서, 진리의 메세지를 전 
한 선지자들은 그 진리를 거역한 모든 불신자들에게 증인이 되매 하 
나님은 인간의 믿음과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할 것이라는 것을 16장 
84〜100절에서，꾸란은 진리요 그러므로 복음으로 인도할 것이요 그 
러므로 믿으라 그리하면 모든 생활이 참되고 아름다울 것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르라. 믿음은 항상 진실되고 정의로운 것이며 

선을 행하라는 교훈이 16장 101-〜128절에서 계시되고 있다. 

이 본장을「나홀」이라 했음은 벌이 창조주의 창조신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하나의 교훈을 완성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으로 풀이되고 있다 
(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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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우시고 자에로우신 
^나님의 이름으로 

1. 하나님의 명령이 가까오니 서 
둘러 구하지 말것이며1> 그분을 영 
광되게 하고 그분을 대적하는 모 
든것 위에 있게 하라 하시고 

2. 천사들을 통하여 그분이 원하 
시는 선지자들에게1> 명령의 말씀 
을2> 보내사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는 것을 경고하고3> 나를 경외하라 
는 말씀이 있었더라 

3. 그분께서 진리로 천지를 창조 
하셨으니 그분만이 그들이 비유하 
는 모든것 위에 계시노라 

4. 인간을 한방울의 정액으로 창 
조하셨으매 보라 아직도 그는1> 논 
쟁하고 있더라2> 

5. 너회를 위해 가축들을1ᅮ 창조 
하셨으니 그 안에는 온기가 있어2> 

mmm 
o▲쫏홧 나今 

고성#炎在明承 

혁;乂나仏必5%延푠。0고 

하상取雄券々:%必UH 與 

1- i) “진리인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그 하나님은 죄지은 자들에게 곧 벌을 내리지 아니한가?” 

라는 불신자들의 질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가까오니 서둘지 말며 그때가 오면 유예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최후의 희망마저 갖지 못하게 되는 때를 이해하지 아니하 
려는 불신자들이 어리석다는 대답이다. 

2- 1) 이바디히 : 그분의 종복이란 언어적인 뜻이나 본 어휘가 의미하는 것은 모든 예언자들 및 선 
지자들로 풀이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18). 

2) 계시(와히), 선지자로의 자격(누브와) 및 창조주의 뜻과 명령 
3) 불신자들에게 나 하나님 외에는 경배 받을 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4- 1) 인간 
2)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빚어졌다. 그래서 인간은 물질적 가치만을 생각하고 가장 숭고한 생명 
인 영혼에 관하여는 게을리 하거나 이론을 주장하려 한다. ᅳ창조주의 인간 창조목적에 따라 
한방울의 정액으로 창조되었건만 인간은 이에 논쟁을 일삼고 부활을 부정하려 한다. 창조의 
능력을 가진 창조주가 다시 환원할 수 잇는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r이브누 자 
우지」는 풀이하고 있다<자드 알마씨르 429/4). 

5- 1) 낙타，소，양둥을 포함한 인간의 물질적 생활에 필요한 가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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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며 또한 그것으로 일용할 
양식욜 섭취하도다3ᅭ 

6. 너희가 그 가축들을 집으로 
데려올 때와 목장으로 안내하는 
그 안에는 너회를 위한 아름다움 
이1ᅮ 있으며 

7. 너희가 수고 없이는 먼 지역 
까지 운반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가축들이 운반하여 주나니 실로 주 
님은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8. 말들이며 노새들이며 당나귀 
들올 두어 너희가 승차하고 장식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하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도1> 창조하 
시 노라 

9.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있으 
되 어떤 길은 고르지 못한 길도1》 
있나니 그러나 그분이 원하신다면 
너회들 모두를 인도하셨으리라2> 

10.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게 하그중의 일부를 너희 
의 음료수로 하셨고 그중의 일부 
는 가축이 먹을 식물을 위해서 두 
셨노라 

2) 가축의 털이나 가죽을 사용함으로써 추위를 방어함과 동시에 따뜻한 열을 얻고 
3) 가축을 양육함으로써 새끼를 얻고 우유와 고기，때로는 승마용둥 여러가지로 그리고 다양하 

게 유용하도다. 

6-1) 가축을 치는 목동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가축들을 목장으로 인도하여 나갈때의 그 정신적 
기쁨 그리고 풀을 먹인 후 석양의 햇살을 받으며 돌아 올 때의 정신적 기쁨. 

8- 1) 창조주는 말이나 당나귀，낙타，노새들을 창조하여 승차하고 또 짐을 실어 나르도록 하였으 
며 또 미래에도 운반의 도구로써 기차며，자동차，비행기 우주선 등을 창조하실 것이라는 
계시로 풀이된다. 

9- 1)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있으되 기독교와 유대교가 가는 길은 벗어난 길로서 온전한 길이 되 
지 못하고 있다고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19). 

2) 창조주께서 너희 모두를 믿음으로 인도하려 원하셨다면 그렇게 하셨으리라 그러나 창조주 
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으니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후르리야트 알이크티야르)를 주어 스 
스로 선택하도록 하였다고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19). 

10- 1) 창조주의 능력으로 구름을 형성케 하여 비를 내리게 하고 

0 6今系5仏; 

方려路돼화 D明藏多K 

故細必 Ji效松必與 
(心接■강 I殺， 

紫■的己藏與i 

多必技其嚴，^必의혹시聲; 
© 

各於^힛公於게占必今後、與요 

必 6☆多么《玉’八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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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11. 그분은 그것1ᄉ으로 하여 너희 
I 를 위해 곡식과 올리브와 종려나 
1 무 열매와 포도와 모든 종류의 열 

매를 생산하시니 실로 그 안에는 
백성이 숙고해야할 예증이 있노Bf 

빼빠;抄1 서效소寒 

’ : 

12. 그분은 밤과 낮을 너희를 위 
해 교차하게 하사1》태양과 달과 
별들이 그분의 명령에 복종케 하 

^ 니 실로 그 안에는 백성이 알아야 
; 할 예증이 있노라 

巧난 災의;的鄭:용 1 

슛抄^a射나切^ 
I 

? 13. 대지위에 창조한 모든 것들 
을1ᅩ 여러 색깔로 하여 너희에게 

:1 유용케 하였으니 실로 그 안에는 
" 백성이 염원해야 할 교훈이 있노 
I 라 

a빠이^遇idM取s ti 
©과빼셨例3 

14. 그분께서 바다를 두시매 너 
회가 그로하여 신선한 생선을 먹 
도록 하셨고 그로부터 너희가 걸 
칠 장식품을1> 얻도록 하였으며 파 

: 도를 일고 가는 배를2) 너희가 보 
리니 이는 너희가 그분의 은혜를 ； 

1 강구하도록 함이라 너희는 감■하 
S 게 되리라 

賊沙ᄂ成턴지必수必; 
々務雄^태상均 ；； 

®(i必와=4炎 :: 

J 15. 그분은 산들을 대지 위에 고 
정시키셨으니이는 너희를 안정 

34^3 (그(노^ (J多유요 

1 11-1) 물 
1 2) 물을 내려 온갖 과일을 생산케 하는 것은 곧 창조주의 능력과 유일성을 제시하여 주는 교훈 

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창조주의 창조 능력을 생각케 하면서 그것을 믿도록 계시를 내리 ' 

| 고었다. 

3 12-1) 밤과 낮을 둔 창조주의 목적으로 낮에는 노동을 하여 생활을 하도록 하고 밤에는 잠을 자도 
1 록 하여 편히 쉬도록 하는데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태양과 달의 운행도 인간에게 

편리하고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라 해석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20). 

f 13-1) 여러가지 종류의 크고 작은 가지각색의 동물들이며 식물 및 광물 또는 무생물 등 대지에 있 
J 는 모든 것. 흐 

I 14-1) 진주 및 산호 등으로 바다에서 나는 모든 종류의 보석 
| 2) 여객선 및 화물선 | 

15-1) 산이 형성되기 전의 지구는 약한 원형형태로써 일반 궤도를 돌다가 산이 형성되면서 산의 _ 

5 무게가 구심을 향하게 됨으로써 산은 마치 지구를 받치는 기둥과 갈은 기능을 하게되었다 
1 고「아부 싸우드j 는 풀이 하고 있다(아부 알싸우드 1的/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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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 하고자 함이요 또 그 위에 강 
과 길을 두셨으매 이로 너희가 스 

^ 스로를 인도하도록 함이라 

16. 이정표와 별들로써1> 사람들 
이 방향을 알 수 있노라 

©쇼效:^쇼篇 

17. 이처럼 창조하시는 그분을 
창조할 수 없는 것과 비유하느뇨1》 
너희가 깨닫지 못함이라 

18.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 
? 산한다 해도 너희는 그것을 헤아 
I 릴 수 없으니 실로 하나님은 관용 
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19. 하나님은 너희가 감추는 것 
1 과 밖으로 나타내는 모든 것도 알 

고 계시나니 

© ^多#ᄃ뇨!호4대^고느 

20. 하나님 외에 그들이 숭배하 
는 것들은 무 것도 창조할 수 
없는 피조물들로” 

2소 성法선—⑷은切 
대 ©，:與 

21. 그들은 생명이 없는 죽은 것 
j 들로 그들이 언제 부활될련지 모 
j 르니라1〉 

©么終網^於敢雜 W I 

22. 너희의 신은 홀로 계신 하나 
^ 님이라" 그러나 내세를 믿지 아니 

多^요^6W새效와 

1 16-1)「이브누 압바쓰」는 낮에 길을 안내하는 것은 이정표로，밤길올 안내하는 것은 별들로 해석 
1 하고 있다(자드 알마씨르 436/4). 

1 17-1) 모든 것을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과 유용하지도 못하고 다른 것에 해악을 끼치지도 못하 
I 는 우상들이 창조주와 갈을 수 있느뇨? 

| 20-1) 불신자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은 무것도 창조할 수 없는 것들로 인간의 손에 의하여 만들 
어진 우상들을 인간이 숭배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모순을 들추어 내고있다. 

r 21-1) 하나님만이 유일신 창조주이며 최후의 실재자이라 그분을 제외한 우주의 만물은 그분에 의 
하여 창조된 것으로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상 

1 을 숭배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5 22-1) 인간이 경배할 신은 오직 하나님 한분으로 이에 비유될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창조 
i 주의 유일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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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 학자들이1> 실로 이날 치욕과 
저주는 불신자들 위에 있으리라 
말하더라 

(系교⑯ᅀ엄^도섬’ 혹 

28.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i 천사들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갈 때 
! 그들은 순종하듯 우리는 어떤 죄 

악도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니 천사들이 그렇지 아니함이 
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 
하였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이라 
대답하더라 i 

； 

j 29. 그러므로 지옥의 문으로 들 
어가 그곳에서 영생하라 저주가 

I 오만한 자들의 거주지 위에 있으 
I 리라 

그넣민조^ 셨고一聲後皮巧 

30. 너희 주님께서 무엇을 계시 
했느뇨 라고 정의로운 이들에게 
물으매 복음이라 이는 현세에서 
선을 행하는 이들을 위한 복이요 

: 내세를 위해서는 더 큰 복이며 정 
의에 사는 이들을 위한 은혜라 대 

| 답하리라” 

ᅳ_按潮說齡故明多 ii 

I생b，湖匕답紙少必여쇼與 
©■爲與容 

31. 그곳은 에덴의 천국으로 그 
f 들이 들어가매 그 밑에는 강들이 
흐르고 원하는 것들이 그 안에 있 

r 더라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정의 
[I 에 사는 이들에게 보상을 하고 

여회빠接병均^^ 

©_ 紙接■磁향 

32. 천사들이 선량한 그들의1> 생 하■때향，雄^ 

1 27-1) “알라지나 우뚜 알 일무”는 41자식을 부여 받은 자들”이란 뜻으로 예언자 및 선지자들과 이 
슬람 학자들로 플이된다. 학자들은 예언자 및 선지자가 될 수 없으나 예언자 및 선지자들은 

| 동시에 학자이므로 분몬에서는 학자들로 해설을 불여 보았다. |[ 

30-1) 성지순례 기간중에 한 순례자가 메카에 이르러 무함마드와 무함마드가 하는 일들에 관하여 
은 그곳 불신자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는 하나의 마술사이며 점장이로 거짓하는 자에 불과 
1 하다”라고 불신자들은 대답하였다. 한편 그 순례객이 그곳 믿는 사람들에게 똑갈은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 그(무함마드)에게 길이요 복음인 꾸란을 계시하였습니다 라고 믿는 사 
I 람들이 대답하였다”라고 풀이되고 있다(알라지 23/2이. 

理-1> 믿음올 갖고 선올 실천한 이들 

8^1^■技^經M傑^■麻^■好部■■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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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나?토4)닛丄。 명을 거두어 갈 때는 당신들에게 
평화가 있으소서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소서 이것은 당신들이 현세 
에서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요2》 
라고 천사들이 말하노라 

33. 그들은 천사들이 그들에게 
도래하거나 또한 그대 주님의 명 
령이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느뇨1》 
그들 이전에도 그러하였거늘 그러 
나 하나님은 그들을 우롱하지 아 
니하셨으나 그들이 스스로를 우롱 
했노라 

34. 그들이 행하였던 악이1》그들 
을 덮칠 것이며 그들이 조롱했던 
것들이 그들을 에워싸리라 

35. 불신자들은1> 만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우리도 그리고 우 
리 선조들도 그분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아니 했으리라 또한 우리 
는 어떤 것도 금기하지 아니 했으 
리라2〉고 거짓하려 하노라 그들 이 
전의 불신자들도 그리하였으나 선 
지자들은 메세지를 전하는 임무일 
뿐이라3> 

2) 하나님을 대신하여 천사들이 평안의 인사(쌀람)를 하며 그들이 우편에 있는 동료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알려 준다고 r이브누 압바쓰J 는 풀이하고 있다(알따브리 101/14). 

33- 1) 그들은 두가지 사항 가운데 한가지 사항을 기다리고 있으니 죽음이 그들에게 이르게하던지 
또는 벌이 곧바로 그들에게 이르게 하도록 서두를 뿐 그들 이전 불신자들에게 있었던 교훈 
을 상기하려 하지 않는다. 

34- 1) 창조주의 말씀을 불신한 죄악과 이로 인하여 그들이 저지른 모든 행위의 죄악 

35- 1) 메카 꾸레이쉬족의 불신자들 
2) 아랍사회의 이교도들은 고기에 관하여 임의로 금기하였다(제6장 143-145절 참조). 물론 이 
교도들에 의하여 금기된 것들은 이슬람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사람이 임의로 금기를 한 
다거나 타부를 두어 종교에 결부시키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이다. 

3) 믿음과 인도는 창조주의 영역이요 선지자들의 임무는 창조주의 메세지를 전하는 것으로만 
이해된다. 

떻교廢고행'^3版起必 
功i 物책運敏必 

© 빠떼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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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하나님이 각 민족에 선지자 
를 보내어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 
을 피하라 하였으니 그들 중 하나 
님께서 인도한자 있었으며 그들 
가운데 방황하는 자도 있었으니u 
대지위를 여행하며 진리를 부정하 
는 이들의 말로가 어떠했는가를 
보라2》 

37. 실로 그대가 염려하여 그들 
을 인도하려 해도 하나님은 스스 
로 방황하는 자를 인도하시지 아 
니하시매 그들은 어떠한 후원자도 
갖지 못하리라 

38. 하나님이 죽은자를 부활시키 
지 않는다고 불신자들이 굳게 맹 
세하였더라 이때 말씀이 있었으니 
그렇지 아니함이라1》그러나 대다 
수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노라 

39. 그들은 부활되리니 이는 그 
들이 달리하는 것을 설명하고 불 
신자들에게는 그들이 거짓하는 자 
들이라는 것을 알려 주고자 함이 
라 

40. 실로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관 
하여 있어라 그러면 있느니라 

쑈 |띠 ■빼a技꽤 
，次“ 犯必^y 티AS'li與; 

公싫〜效松鄕 〜사k座必 
©技^;s版 

“义&物노^^디나 

@ 요。多逆《多f 

슳 스勢公加多^회t與松紙 

36-1) 창조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을 천국에 이르는 복음으로 초대했으니 이 초대 
를 수락한 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이 초대를 거역한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황케 
하였다. 

2) 메카 꾸레이쉬족의 불신자들이여! 너희 이전 백성들 중 거짓했던 이들의 말로가 어떠했는가 
를 상기하라. 

38-1) 일반적으로 이교도들의 신조는 창조주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창조주가 자기들을 부활시 
킬 것이라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을 약속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 
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 이교도들에게 진리를 밝혀 그들의 허위와 위선을 입중하게 된다 
고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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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박해를 받은 후 하나님의 길 
을 따라 이주한 이들에게1> 하나님 
은 현세에서도 안식처를2> 줄 것이 
며 그들이 이것을 알게 될 때 내 
세의 보상은 더욱 크리라 

@ ^父3多남^分!^^상^^노 

42. 이들은 인내한 자들이며 그 
들 주님께 의지하는 이들이라 

로광典改巧功 

43. 하나님이 그대 이전에도 선 
지자들을 보냈으되 그들은 하나님 
에게서 계시를 받은 인간이라 너 
회가 알지 못한다면 학자들에게 
물어보라 하셨노라1》 

44. 하나님은 예증과 율법서를 
그들에게 보냈으며 또한 그대에게 
메세지를1> 보냈나니 이는 그대가 
무엇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지 백 
성들에게 알리라 함이라2> 아마도 
그들은 숙고하리라 

45. 사악함을 음모한 그들이 평 
안하려 함이뇨 실로 하나님께서 
대지로 하여금 그들을 삼키도록 

6뇨1故雜展쒔닿셌화。띠應 
© 占고폐최리첫 | 

U敬화심여跡.^紙 
©必雜;2敬；必接ᄂ 

必■생씨여 
々知4此3狀延31 

41-1) 히즈라 즉 이주하면서 겪는 고통 그 자체는 특별한 의의가 없다. 은혜를 받울 수 있는 헤즈 
라가 되려면 첫째,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이며，둘째는 인간과 우상을 선택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오는 박헤를 겪었을 때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완성될 때 
히즈라는 최고의 은혜와 경지에 이론다. 초기 무슬림들이 아비시니아(에치오피아》로 이주 
한 것과 메카 꾸레이쉬족의 박해로부터 메디나로 떠난 히즈라가 은혜를 받은 헤즈라로「슈 
와이브」,「빌랄시 접•바의 및「암마의 가 그 대표적 인물이었다고 r꾸르뚜비 는 해석하고 
있다(알꾸르뚜비 107/10). 

2) 메디나를 안식처로 주어 헤즈라의 집으로 하였다고 r이브누 압바쓰」는 말하고 있다. 

43- 1) 메카 꾸레이쉬족의 불신자 및 이교도들은 무함마드가 인간이라는 핑계로 무함마드를 선지 
자로써 부정하였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데 어떻게 인간이 그분의 선지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천사를 보냈는데…라고 우롱하자, 선지자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이 선택한 인간으로 너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구약(타우라)과 신약(인질)을 계시받 
은 모세나 예수도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자들에게 물어 보라는 계시의 내용으 
로 본다. 본절이 계시된 동기도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이 무함마드를 선지자로 믿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이 하찮온 인간인 무함마드를 선지자로 선택했다는 것을 조 
롱하자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해설가들은 보고 있다<자드 알마씨르 449/4). 

44- 1) 꾸란 
2) 모든 규범과 금기된 것과 허락된 것올 백성들에게 알리라 하였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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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라 또한 그들이 알지 못하는 
! 곳으로부터 벌이 그들을 덮치도록 
j 하리라1ᅭ 

J 46. 그들의 여행중에 그들에게 
벌이 있으리라1》그러나 그들은 피 

1 할 수 없으며 

® 公향고 

47. 점차적으로 무렵게 하여 그 
1 들을 멸망케 하리라 실로 주님은 

친절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起6김後 與起어松功 

48.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 
든 사물들을 바라보지 아니 하느 
in!) 그의 그림자는 오른편과 왼편 
으로 기울며 가장 겸허한 자세로 

5 하나님을 경배함이라 

® 추;쇼따^ (소J그1; 士3’ 

49.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대지 
1 위의 모든 것이 하나님만을 경배 
S 하고 천사들도 그러하되 오만하지 
1 아니하고 

‘보챗 d도수，’쇼'과。公; 

50. 그들 모두가 위에 계시는 주 
님을 두려워 하고 명령 받은대로 
행할뿐이라 

51. 하나님이 말씀하사 두 신을1> 

| 섬기지 말라 실로 신은 하나님 밖 
엔 없나니 나만을 두려워하라 ©궤■ 

45-1) “까룬”이 부와 재산의 축적에만 광분한 죄로 땅 속에 매몰되었듯이 파라오왕의 수상이었던 
1 “하-만”이 하나님에 대한 옴모로 무서운 재앙의 벌을 받았고 또 파라오 왕이 익사하는 벌 

을 받았듯이 선지자들에 대하여 음모하여 사악한 행위를 한 불신자 및 위선자들도 벌을 받 
ᅮ 게 된다. 

\ 461) 위선자 및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이 장사나 어떤 이유로 여행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벌이 
있을 수 있다는 교훈이다. 또한 그들의 오만함과 거만함을 수치스럽게도 할 수 있다는 예시 
이다. “아부자홀”이 헤즈라 2년「바드르」전투에서 그의 군대가 무슬림 군대보다 3배나 우 
월하다고 하여 거만하고 오만하였으나 패하게 되매 그는 수치스러운 벌을 받게 된 것이다. 

48-1) 산들이며 바다며 하늘이며 천지의 모든 만물을 바라보고 숙고하여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의 
■■ 존재와 능력을 이들 불신자들은 인식하지 못하느뇨? 

51-1) 고대 페르시아인들은 우주안에 강력한 두 신이 있는데 그 두 신은 선과 악이 있다는 것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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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천지의 모든 것이 그 분에게 
귀속되어 있어 이 모든 것이 항상 
그분께 순종하거늘1ᅩ 너희는 하나 
님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 한단 말 
이뇨 

가니◎솨X요새 J 향^3 (丄ᄂ사j 

©은多다돼 

53. 너희에게 베풀어지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 
로 너희에게 고난이 있욜 때 그분 
에게만 구원하라 

넜銳1狂此今在必졌少화，S ，，少，，:: 1 
©匕見여 

54. 그리하여 주님께서 너희의 
고난을 제거하사 보라 너희 가운 
데 무리는 주님을 섬기매 다른신 
을 비유하여 섬기니 

옳 6혔後效향妙改版疏按 

55.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 
푼 은혜를 불신한 것이라 향락하 
라 너희가 곧 알게 되리라 

56. 그들은 하나님이 베푼 양식 
으로 알지 못하는 우상에 몫을 분 
배하니1>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너 
회는 너희가 거짓한 것 들에 관하 
여 질문을 받으리라 

爲교었잃떠Q 抄왕 
®c以後 행 U검겠 

57. 그들은 하나님께 딸들이 있 
다 하니1> 그분께 영광이 있으소서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더 
라 

© 축旧히혹^今되낯多과C5 :: 

1 믿었다. 한편 아랍사•회의 이교도들도 한 쌍의 신 즉 지브트(요술의 신)와 따구뜨(악마의 1 
신)가 있다는 것을 믿었고 또「사파」와「마르와」동산에 있는「이샤프」나「나일라』두 우상 

1 을 섬기곤 하였다. 

5 班-1) 딘: 순종하다，복종하다 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 오로지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복종한 
다는 의미이다. 물론 종교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J 

j 56-1) 우상이나 가상적인 신은 o}무것도 모르는 사물이다. 그런데 이교도들이 이 우상이나 가상 
I 적인 신에게 때로는 자손을 바치는가 하면 가축이나 수확한 농작물을 바치거나 또 바치기 J 
| 위해서 일정 양을 할당하는 것은 창조주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 57-1) 일부 아랍 이교도들은 천사들올 하나님의 딸들이라 불렀다. 이들은 다음 6a 秘절에 있듯이 
딸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을 싫어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여자 아이를 살해하곤 하였는데 그들 
이 남자 아이만을 좋아한 것은 남자는 전쟁에 있어 힘의 근원이었기 때문이다. 

■識^^^^，^^隱^빼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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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여아 
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얼굴이 검어지몌ᅭ 슬픔으로 
가득 차더라 

©꽤 後此)執必幻父微 : 

59. 그에게 전해온 나쁜 소식으 
로 그는 수치스러워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숨기며 그 치욕을 참을 것 
인가 아니면 흙 속에 묻어 버릴 
것인가1》생각하였나니 그들이 판 
단한 것에 불행이 있으리라 

자。쯔&고뇨겠兵 
© 公^交산호)上1‘ 

60. 사악함을 비유하사 이는 내 
세를 믿지 아니한 자라1> 하나님은 

비유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나니 그분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죄、쓰⑶⑷ 1생V 6보?혔도과 
' ©煙越紙와 

61.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벌을 주시려 하셨다면 
그분은 어떤 사랑있는 생물체도 
남기지 아니 하셨으리라 그러나 
그분은 그들을 어느 기간 유예하 
시니 그들의 기간이 종료될 때 그 
들은 벌을 단 한시간도 지연시킬 
수 없으며 또한 앞당길 수도 없노 
라 

士心과;벨公“！향J 
心炎껍상워初每旧必敗S雜 

■하 

62. 그들은 그들이 증오하는 것 
에1ᅩ 대해서는 하나님께로 돌리며 
그들의 혀들로서는 그들이 복을 
누리리라2> 거짓말 하니 분명 지옥 

그5 쟁“녕하^家내 스호效！스^)多는 
，셌■겨 

58-1) r무쓰와드」는 검은, 새까만 둥의 언어적 뜻으로 괴로움과 슬픔이 은유적으로 비유되고 있 
다. 아랍인들은 좋지 않는 어떤 일을 당한 사람을 비유하여 “그의 얼굴이 검어졌다”라고 말 
한다고 해석되고 있다(알꾸르뚜비 116/10). 

59*1) 나쁜 소식이라 함은 여자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가르킨다. 한편 무지의 시대라고 불리워 
졌던 이슬람 이전의 아람인들은 여아가 태어나면 생매장을 하곤 하였다. ^ 

60-1) 내세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딸이 있다고 말하면서 창조주를 욕되게 하는 모든 사악한 
자들. 

後-;0 싫어하였던 여자아이. 
2) 그들이 천국의 형제들이 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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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들을 위해 있노라 서둘러3》 
그곳에 들어가니라 

63. 하나님은 그대 이전에도 백 
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냈노라 그 
러나 사탄은 그들의 사악함을 그 
럴듯 장식하여 오늘날까지 유혹하 
고 있나니1> 고통스러운 벌이 그들 
에게 있으리라 

64. 하나님이 그대에게 성서를 
보냄은 그대로 하여금 그들이 달 
리하는 것을 설명하려 함이라 그 
것은 복음이요 은혜로 믿는 백성 
을 위한 것이라1> 

65.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게 하사 죽은 대지를 재생케 

하시니 이는 실로 귀를 기울이는 
백성을 위한 예증이라 

66. 가축에도 너희를 위한 교훈 
이 있나니 몸 안에 있는 물질과 
피와 침전물 사이에서 마시기에 
순수하고 유쾌한 순수한 우유를 

니라 

67. 과일 중에는 종려나무 열매 
와 포도나무가 있어 그로부터 마 

셌緣요必의滿策城痛 
© 했혹雄探以셜맹， 

때/與띠과 

a조以췌、뺐死⑬以 
납자與，) 

必:分서與應 炎多1왔獻抄疏 
©■聲 a째與4 

s닛必。화〜與!“ 

3) 무프라뜨 : 지옥으로 서둘러 앞서 들어가는 자라고 따다다」와「하싼j 은 풀이하고，「무자히 
드j 는 지옥으로 들어가도록 버려진 자라고 해석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i31). 

63- 1) 각 시대에 있었던 각 민족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올 보내어 진리를 전파하고 가르치어 옳 
은 길로 백성을 인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악한 사탄은 항상 그럴듯한 수단과 방법으로 
백성들을 유혹하여 조상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은 선지자 
무함마드 시대에도 그러했고 또한 사탄은 인간의 신앙이 약하여 질 때 인간을 그릇된 길로 
유혹할 것이다. 

64- 1) 창조주가 선지자 무함마드를 통하여 성서(꾸란》올 계시한 목적올 크게 세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는 여러 잡다한 우상의 신올 믿어 파생된 여러 종파들을 홀로 계신 창조주 하나 
님의 유일 신앙으로 인류를 인도하고, 둘째는 계시된 말씀이 인간으로 하여금 옳온 행위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며，셋째는 회개하여 순교하는 이들에게 가장 훌륭한 은혜가 있다는 
것올 알려 주기 위함이다. 



실것과 일용할 양식을 얻나니1> 실 
로 그 안에는 지혜가 있는 백성을 
위한 예중이 있노라 

68. 그대의 주님께서 은혜를 부 
여하사시 벌에게 산과 나무와 사람 
이 사는 거주지에 집을 지으라 하 
시고 

69. 모든 꽃에서 일용할 양식을 
먹되 주님의 길을 따르라 이는 쉬 

우니라 하셨더라 그들 몸에서는 
여러가지 색깔의 마실것이 나오며 
인간에게 유용한 치료약이 있으니 
실로 그 안에는 숙고하는 백성을 
위한 예증이 있노라1ᅮ 

70. 너희를 창조한 분이 그분이 
시라 그런 후 너희의 생명을 거둬 
가시는 분도 그분이시며 또한 노 
령이 되게 하여 알았던 것을 잊도 
록 하신 분도 그분이시매 실로 하 
나님은 아심과 능력으로 충만하심 
이라 

71.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 
시되 우열을1》두셨노라 그러나 부 
여받은 양식으로 부유한 자들은 

松:d쌨뇨沒此- 

知沒%端쑈效科與灰， 
과변必^起^^與 

J就處於起法接效鼓能 
©、聲쑈넜彩本 G起微多 

效雜以符빠藏성妙冬 

67- 1) “따므르”는 종려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로 대추야자 열매와 형태가 비슷하다. 그 맛과 용도는 
크게 다르다. “마실 것”은 나무열매 즉 종려나무 열매나 포도나무 둥에서 짜낸 비알콜성분 
의 음료수 즉 식 ▲ 나 포도즙 둥을 가르킨다. 한편 “사카라” 단어의 원뜻은 발효된 술을 의 
미하고 있다. 왜냐하면 본 절은 메디나에서 술을 금지하는 계시가 있기 전에 메카에서 계시 
된 것이기 때문이다(알따브리 134/4》. 

68- 1) “아호와”는 “계시를 내리다. 영감을 주다”의 뜻이나 본문에서는 벌이 갖고 있는 직감력과 
방향 감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69- 1) 본 절은 창조주가 벌에게 내려주는 은혜로 모든 종류의 꽃과 열매에서 단것과 쓴것 그리고 
신것을 양식으로 취하되 창조주의 능력으로 벌이 취한것 중에서 달콤한 꿈을 길러내고 또 
한 벌들이 멀리서 집을 찾아을 때도 길을 잃지 않도록 하며 벌의 몸에서 꿀올 걸러내매 붉 
은색，하얀색，노란색의 꿀을 걸러내게 하여 사람들의 여러가지 병의 치료약으로 쓰이도록 
하니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교훈이다. 

71-1)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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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의 종복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니 공평하지 못함이라 그들 

1 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려 하 
1 느뇨 

® (^6»o^3bl 

72.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너희 
중에서 배우자를 두어 너희 아내 

3 들로부터 아들과 자손을 갖게 하 
1 고 너희를 위한 일용할 양식으로 

는 좋은 것을 주시었노라 그런데 
그들이 믿는 것은 헛된 것이니 그 

: 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함이라 

.推향！故^版效5괘>!； ( 

©빠兵때에必必쌉 \ 

73.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을 숭배하나 그것은 하늘과 대지 

수 위에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도1〕 
소유하지 못하며 어떠한 권능도 

1 없는 것이라 

々與^ 抄;여 ^ 

74. 그러므로 하나님께 어떤 것 
1 도 비유하지 말라1} 실로 하나님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니라 | 

淑^必_쇼!^ :: 

: 

75. 하나님께서 비유하사 예속되 

1 어 있어 0>무_것도 할 수 없는한 
종복과 하나님의 좋은 일용할 양 
식으로 은혜를 받아 알게 모르게 

； 자선을 베푸는자 있나니 이들이 
같을 수 있느뇨 라고 비유하셨더 
라1>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소서 그 

1 러나 그들 대다수가 알지 못하더 
1 라 

^炎)^^여고次 ; 

대心여속떠상나忠 5 

| 73-1) 리즈끄 : 인간의 일생생활과 성장을 위한 정진적，물질적，도덕적，영적 양식을 의미하는 것 1 
1 으로 제16장 效-74절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다. ? 
1 우유와 과일과 같이 인간의 성장을 위한 물질적 양식이라고 한다면 가정생활은 인간의 삶 

에 있어서 도덕적，사회적, 정신적 모범으로써 정신적 또는 영적 양식이라 할 수 있다. \ 
1 74-1) 하나님께 어떤 것도 비유하지 말라. 하나님께 비유될 것 of무것도 없느니라. 

花-1) 우상을 비유하매 주인에게 예속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종에 비유하였고，하나님은 주 
인으로써 모든 것이 그분에 예속되어 그분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하여 계시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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致^，織^^^織섶技致立接邊■起歎유 ■ 

76.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1> 비유 
하사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벙어리 
라 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의 
주인에게 무거운 짐만되어 주인이 
심부름을 보내사 그는 좋은 것을 
이루지 못함이라 이러한 그가 진 
리요 을바른 길에 있는 그와 같다 
할 수 있느뇨 

77. 천지의 신비가 하나님께 귀 
속 되어 있으며 종말의 문제는 눈 
깜박할 사이에 모든 일에 도래하 
니라1ᅳ 실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 하시니라 

78.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머니 
태내에서 나오게 하사 너희는 조 
금도 알지 못함이라 그리고 그분 
은 너희에게 청각과 시각과 지혜 
를 주셨으니 감사하라 

79. 하늘에 날으는 새들올 그들 
은 보지 아니 했느뇨 하나님 외에 
는 어느 누구도 나는 새를 유지하 
지 못하리니 실로 그 안에는 믿는 
백성을 위한 예증이1》있노라 

80.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집을 
주어 그곳에서 기거하게 하사* 가 
축의 가죽으로는 천막을 주어 여 
행과 정착함에 짐을 덜어주시고 
가축의 털로서는 얼마동안1ᅭ 생활 
필수품으로 유용케 하셨노라 

人敬與뱐섰以쏭犯^ « 
유病낫다久松域은必 

…少其 U必V쌨於; 述光i 
1 ，■•公，*公 g) 必，， 

如떠少己父夕:淑다；개“起 
© 있述著，쇼版接改녀I;必 

현 6펴상始爲必版炎與被 
多齡公乳:대1;구胸도 5 

©쇼起 

체여i섟빠多 0여 

典^고紙^後^典^ 狂文物 s 
뼈;호와및；^화劉 

匕以炯。賊災고四차대^ 

©당方소 

76- 1) 진리요 길인 하나님과 무익한 우상을 비유하사 두 사람의 비유를 들어 비교하고 있다고「무 
자히드」는 해석하고 있다(알라지 93/20). 

77- 1)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사 “있어라 그러면 있느니라”(쿤 파야큰》하나님께서 종말올 원 
하여 있으라 명 하실 때 눈깜짝할 사이에 종말이 올 수도 있다는 교훈으로 본다• 

79- 1) 창조주의 유일성과 능력에 대한 예중 

80- 1) 이브누 압바쓰와 무자히드는 죽율때까지라 하였고「무까틸j 은 그것이 완전히 부패할 때까 
지라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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쑈义與炎날쑈 G 少쑈:我® 
公本《效^；必次及# 

81.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늘을 
주사 산계곡에 피서지를 주시고 
의복을 주어 더위를 피하게 하셨 
으며 갑옷으로는 적을 방어토록 
하셨노라 이렇듯 그분은 너희를 
위해 은혜를 완성하셨으니 너희가 
이로하여 순종하도록 함이라 

82. 그러나 그들이 불신한다 하 
여도 그대는 다만 계시를 전달하 
는 임무일 뿐이라 

83.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알 
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부정하나니 
그들 대다수는 불신자들이라 

84. 하나님이 각 백성으로부터 
중인을 부활시키는 그날 불신했던 
그들에게는 변명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구원함도 거절되노라1》 

85. 그 죄인들이 벌을 받으매 감 
형되지도 아니하고 유예되지도 않 
노라 

86. 불신자들이 그들의 동료들을 
보매 주여 이들이 당신 아닌 다른 
것을 섬긴 불신자들입니다 라고 
말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실로 너 
회가 거짓말장이라 

87. 그리하여 그들은 그날에야 
하나님께 복종하나 그들이 거짓했 

© 以”파여⑶炎 

公:縱 起; 

상화않0 걋占d必巧 

f技여炎수獻^ 能 
© (그;j육%?; 

화必;꾀4、分요 ▲하P5 ᄂ 

影於域幽고管다逆솬최砂 sjs 
强농^衣^ 

(호빼석故始요 

83- 1) 하나님의 은총이란 무함마드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한 것이나 불신자들은 이것을 부정하 
고 무함마드를 선지자로 받아들이기를 거역했다고 r알수디」는 풀이하고 있다. 

84- 1) 창조주는 선지자들(루술)을 보내어 백성들에게 메세지를 전하고 인류를 올바른 길로 인도 
하도록 하였다.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올 심판의 날 중인으로 세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 
하고 선지자들을 불신했던 죄인들은 변명을 할 수 없게 되며, 다시 회개하여 선행할 기회를 
간청하나 이미 회개할 시기가 늦었으므로 그 간청도 거절된다는 교훈으로 본다. 



던 모든것이 그들을 곤경에 빠뜨 
리더라 

요X■향호읽크 

88.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1ᅮ 그들에게 하나님 
은 그들이 저지른 해악으로 말미 
암아 벌을 더하여 주리라2> 

89. 하나님이 각 민족으로부터 
증인을1》부활시키는 그날 그대도 
그들에 대한 증인으로 세우라2ᅭ 하 
나님이 이 성서를 그대에게 계시 
하사 이로하여 모든 것을 설명하 
라3> 이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길 
이요 은혜요 복음이라 

90. 하나님께서 정의와 선을 실 
천하라 명령하사친척에게는 자 
선을 베풀라 하셨으되 추한 언행 
과 사악함과 배반함을 금하심으로 
너희에게 교훈으로 하셨노라 

91. 너회가 약속한 하나님의 성 
약을 수행하되 너희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확증한 맹세를 깨뜨리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92. 약속을 깨뜨린자를 비유하사u 

실을 단단하게 짜아 굳게 감은 다 
음 그것을 헤쳐버리는 여자와 같 

0 띠4如0^^5文 

© Gd公일많谷다녀 효 

;섟과소5;선“士冬께 c與i左'이义 
레좌 Q요、W 나%技“ 

1，，I 

나§숏^뇨51文^^」^낮V 스쇼^切 必I 
多“與iP;接최 쎄^ 

© 今及5 多3고 

이^1너攻넷; 多씨 Si少^i 多보; 

起、成^與폐分육述技必多爲 

넜必士뼛망成敗i 
어終: 炎샜휀々與賊T 

88- 1) 이슬람으로 귀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2) 하나님을 불신한 죄악에 대한 응벌외에 또 다른 벌을 더하여 주리라. 

89- 1) 각 민족에 보내어졌던 그들의 예언자. 

2) 그대 무함마드도 그대 공동체에 대한 증인이 되도록 하느니라. 

3) 꾸란에는 모든 지혜와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설명되어 있다고「이브누 마쓰우드」는 설명 
하고있다(알무크타싸르 343/2). 

90- 1) 사람들간에 공정하고 모든 피조물에 선을 베풀라 명려하사 

92-1) 본 절은 하나님과의 성약을 위반한 자를 비유하는 예문이라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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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라 너희는 너희 맹세를 기만 
하여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 
월하게 하려 하느뇨 실로 하나님 
깨서는 이것으로 너희를 시험한 
것이며 부활의 날 너희가 달리하 
는 것에 관하여 너희에게 진리를 
밝혀 주시리라 

93. 하나님이 원하사 너희 모두 
를 한 공동체로 하실 수 있으되 
그러나 그분이 원하는 자를 방황 
케하고 그분이 원하는 자를 인도 
하시니 행하였던 것에 관하여 너 
회가 질문을 받으리라 

94. 너희간에 기만의 수단으로 
맹세하지 말라 이는 안전한 그의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함이 
라 너희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남 
으로 말미암아 사악함을 맛보지 
말라 무서운 재앙이 너희에게 있 
을 것이라 

95. 하나님과의 성약을 하찮은 
것으로 바꾸지 말라 너희가 사실 
을 알 때에 실로 하나님께 함께 
하는 것이 너희에게 큰 복이라 

96. 너희에게 있는 것은 사라지 
나 하나님께 있는 것은 영원하노 
라 하나님은 인내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행하던 선행에 최선의 것 
으로 보상하리라 

97.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모든 
남녀에게 하나님은 행복한 삶을1> 
부여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은 그 
들이 행한 선에 대하여 최상의 것 
으로 보상 하리라 

(i빼此!域■科쇄숏섟⑪ 

(님희느IIU느피物 在典 

W삐오빠빠起^^ 
@6■於찾호 

必은旬與起씼‘炎賊 S 次淡 

物 0^於고며;화技絶技接 

一々 G뇌혹今以◎낯사4젊성소 
©피多■燃^ 

公ᅬ必，;b其스從此; 徒도 ’私必 

幻;^炎 

97-1) 가장 행복한 삶은 천국의 삶으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며，가난하지 아니하고 부유하며， 
아프자 아니하고 건강하며, 불행하지 아니하고 행복한 삶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은 천국밖 
엔 없다고 하싼은 해석하고 있다(샤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41). 



98. 그러므로 너희가 꾸란을 낭송 
하려 할 때 저주받은 사탄의 유혹 
으로부터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라 

99. 실로 그것은1> 믿음으로 주님 
께 의지하는 이들 위에 아무런 권 
한이 없노라 

100. 그의 능력이란 그를 보호자 
로 택하며 하나님께 다른 것을 비 
유하는 이들에게만 미칠 뿐이라 

101. 하나님이 말씀을 다른 것으 
로 대체할 때 그 계시함이 무엇인 
가는 하나님만 아심이라 이에 그 
들이13 그대는 위조자 라고 말하나 
그들 대다수는 알지 못하더라” 

102. 일러가로되 성령이” 주님 
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전하였으 
니 이로하여 믿는 자를 강하게 하 
라 그것이 무슬림의 길이요 복음 
이라 

103. 한 인간이 그를1ᅮ 가르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하 
나님은 알고 있나니 그들은 외래 
인이 그를2ᅩ 가르친 것이라 하더라 
그러나 이것은 순수한 아랍어라3》 

一。此#明與⑶明 

제與齡故초多되요상따 

호산;뼈^比與 
©、!玄겨‘V;쇼 

빠期炯 fi산心效勢故功^ 

©心_씼知쑈찼고版逆낸 

在多보 多3녁仏。스S 나소 찬多6호 
® (조占고i以나소i;Sᄂ巧 

때比分:■石生^與^^ 

© 않”버대心5必明版생 

99-1) 사탄 

101- 1) 불신자 
2)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으로 대체하는 그 지혜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메카 꾸라이쉬족의 불 
신자들이 “무함마드는 오늘 어떤 일을 명령하고서 내일 그것을 금지하는 자로 이 절도 그 
가 스스로 꾸며낸 것이라”고 무함마드를 험담하고 조롱하였을 때 본 절이 계시된 것으로 
r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알타프씨르 알카비르 알라지 11公分)). 

102- 1) “루흐 알 꾸드쓰” : 성령이란 뜻으로 모든 선지자에게 창조주의 말씀을 전한 가브리엘 천 
사를 가르킨다. 

103-1) 무함마드 
2) 무함마드 1 

3) 불신자들은 가브리엘 천사가 무함마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자브르 알 
루미』라고 하는 비아랍인이 무함마드를 가르쳐준 것이라 주장하며 창조주의 말씀과 선지 
선ᅪ자 무함마드를 욕되게 하고 있으나 무함마드는 순수한 아랍어(루가 푸쓰하》를 사용하 

는 아랍사람인데 어떻게 비 아람인이 무함마드를 그르쳤다고 하는 그들의 모독은 모순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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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며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있을 뿐이라 

© 상4》版 

105. 실로 거짓하는 자들은 하나 
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자들로 

J 그들이야 말로 거짓말장이라 

妙 其石炎笑%넜切與과 

© 섶必必쐬^ 

106. 그의 마음은 믿음으로 가득 
하나 강요된 것은 제외될 수 있으 

^ 되1> 믿음을 가진 후 하나님을 불 
E 신하여 그의 마음이 불신으로 가 
슴을 펴는자 그들 위에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을 것이요 큰 벌이 있 

I 으리라 

쌌과姑疏地必 

© 폐고 _6리워弟 

107. 이것은 그들이 내세의 삶보 
^ 다 현세의 삶을 더 좋아하기 때문 

이라 실로 하나님은 불신하는 백 
성들을 인도하지 아니 하시니라 

108.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청각과 시각을 봉하여 버린 

1 자들이요 주의하지 않는 자들이라 

W피“짯그;;起仏》 
©성쇗必고故 

::: 

109- 그들이 내세에서 멸망하는 
: 자 중에 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 바 없노라 

0 、노 쇼;피^와 

110. 그러나 박해를 받으매 이주 
하여 성전 분투하고 인내하는 이 

1 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나니 실 
I 로 그 이후 주님의 관용과 은혜는 
! 충만하심이라. 

錄상次與與;6必 

니여체！^여 
必%部2 

106-1)「암마르」의 아버지「야씨르」아 그의 어머니 [쑤마이이:논 는 이슬람에 대한 강한 믿음 때문 1 
에 불신자들로 부터 말할 수 없는 고문올 당해야 했다. 그러나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 
하였다 N 
한편「암마르」는 마음은 믿음으로 혼들리지 아니했지만 그에게 가해지는 고문과 부모가 

1 당하는 고문에 대한 아픔으로 믿음을 불신한 것처럼 하였다. 그런 후 다시 선지자에게로 1 
돌아왔을 때— 선지자는 그의 아픔을 위로하였고 또한 그의 믿음을 확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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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각자가 스스로를 위하여 변 
론하고 행한대로 보상되는 그날을 
상기하라 그날은 부정하게 다투어 
지지 아니 하노라1> 

112.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평온 
했던 한 고을을 비유하사■ 모든 곳 
으로 부터 그곳에 일용할 양식이 
들어와 풍성하였으되 하나님의 은 
헤를 불신하였으니 하나님은 그들 
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기아와 공 
포를 맛보게 하였노라n 

113. 한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르 
렀으나 그들은 그를 거절하였으니 
재앙이 죄지은 그들을 엄습하였더 
라 

11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 
에게 베푼 허락된 좋은 것으로 일 
용할 양식을 하되 하나님의 은혜 
에 감사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라 

115. 죽은 고기와 피를 금지하셨 
고 돼지고기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것도 금지하셨으 
되 필요에 의한 불가항력으로 한 
계선을 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는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를 베푸 
시니라 D 

116. 그러나 너희 혀들로 거짓하 
여 이것이 허락된 것이요 이것이 

接;내⑶典。째M衣石 

다技: Q호以고고쯧1)도？호 
다gu供벗나 그U物뱐銳知 

少◎여淡고故i必炎⑶ 
© 드占임나; 레도。 

必의步與^요與》此必니 
©쑈⑫행文身此必 K드고 

i公11^此;加 
射^좌I 心、>1삶的技 

© 얏s■今5 

iojb ◊▲:功；多호니 f(ij여다I호?。오j 

111- 1) 심판의 날이 되면 각자는 자기가 행하였던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며 누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움도 받을 수가 없다. 그날은 진리와 정의가 
실현됨으로 불공평했던 현세의 일들은 시정되어 공평과 균형이 회복된다. 

112- 1) 본 절은 메카 백성들에게 비유된 것으로 그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함마드를 선지자 
로 보내어 은혜를 베푸니 그들은 그를 불신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들에게 벌율 내렸 
으니 7년간의 가뭄과 기아로 죽은 시체와 뼈를 먹고 살아가는 벌올 내렸다(타프씨르 알카 
비르 20/128). 

115-1) 제2장 173절, 제5장 4-5절，제6장 121절，138-146절 및 해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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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지된 것이라 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에 대해 거짓이거늘 실로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 하는자는 
번성하지 못하니라 

씼必，故■必1幻쑈丄 ! 

냥여此與빠여(I射 j 

j it7. 쾌락은 순간일 뿐이며 고통 
j 스러운 벌이 그들에게 있을 뿐이라 

©화빼■ᄃ i 

118. 하나님이 이전에 그대에게 
i 언급 했듯이1> 유대인에게도 금기 

하였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욕되게 하지 아니했음이요 그들이 

； 그들 스스로를 욕되게 하였노라 
©d여 ! 

1 119. 그러나 알지 못하여 죄악을 
저질렀으되 회개하여 다시 개선한 

! 자들을 위해 주님이 계시나니 실 
로 그후 그대의 주님은 관용과 자 

| 비로 충만하심이라 

W쇼故하雄與;^ 

4깃^다錄，혁必 j 

120. 분명 아브라함은1> 하나님 
1 께 순종하는 모범자였으니 그는 
f 우상을 섬기는 자들가운데 있지 

아니 했노라 

。느^렇鄭너版^起 ! 
:: 

121. 그리하여 그는 그를 선택하 
여 옳은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분 

1 의 은혜에 감사하였더라 

122. 하나님은 현세에서 그에게 
J 복을 주었고 또한 그는 선행하는 
；： 자중에 있었나니 내세에서도 그러 

하리라 

빼 d쒔빠，i 
谷례 j 

S U8-1) 이전에 그대(무함마드)에게 언급된 것이란「안암ᅱ 장에 언급된 유대인에 대한 금기사항으 육 
1 로 소나 양의 지방과 발톱이 있는 짐승의 고기 등올 금기한 것으로 풀이된다(제6장 146절 
1 • 참조). 

120-1) 유일신에 대한 복음은 모든 시대를 통하여 정신적 진리의 주촛돌이었으며，여기에 아브라 

함은 서부 아시아 및 전세계의 후손들을 위한 모범으로써 뿐만 아니라 정신적 진리의 근 
원적 역할올 하였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며 유일신의 복음올 망각한 민족의 
한 백성이었으나 그는 그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박해룰 받아 그의 고 
향과 그의 백성올 떠나 가나안 땅에서 정주하며 살았다. 



123.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대에 
게 우상을 섬기는자 가운데 있지 
아니한 아브라함의 신앙과 을바른 
길을 따르라 하였노라 

124. 그 안식일은 그것의 준수에 
관하여 다투었던 백성들만을 위해 
규정된 것이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부활의 날 그들이 달리한 것에 관 
하여 그들을 심판하시리라1> 

125. 지혜와를다운 설교로 모 
두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되 가 
장 훌륭한 방법으로 그들을 맞으 
라 하나님은 그분의 길을 벗어난 
자와 바른 길로 가는자를 알고 계 
심이라 

126. 벌을 가하되 너희가 당한 
고난과 같은 것이라 그러나 너희 
가 인내한다면 인내하는 이들에게 
는 더 큰 복이라1> 

127. 인내하라 그대의 인내는 오 
로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거늘 그 
들을 위해 슬퍼하지도 말며 그들 
이 음모하는 것에 대해서도 근심 
하지 말라 

⑤규잃뇨였分쉬 d•우요〉 

每街必빼 改돼폐 

© 다:쇠나；그笑^피 

0匕^상 

與多絲 故되公執必1誤 
© 싫兵取고!其5 신;^그호ft 

느1 (고셨브起G 고갉에 
' © 么與쑈效私 

左任낫乂쇼^) 
© 리多么느; <4—公, 

124-1) 안식일은 아브라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것은 모세의 율법에서 부터 비롯되 
었다고 유대인들은 묘사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완고하게 의견올 달리한 것 
에서 유래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그 안식일을 깨뜨리는 무리도 있었다<제2장 65절). 유대인 
들은 안식날을 토요일에 지키고 있으며 기독교인들 일요일올 안식일로 지키고 있으나 그 
들 가운데 일파인 The Seventh Day Adventists에서는 토요일올 안식일로 지키고 있다. 

이렇게 하여 성서의 백성들 즉 신 • 구약을 믿는 백성들 기운데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분쟁은 심판의 날이 이를 때 까지는 해결되지 아니하리라 본다. 반면 무슬림들은 
그러한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그들에게는 금요일날 다 함께 모여서 합동예배를 보는 것 
이 있으나 이것 또1^: 유대인의 안식일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고 Abdallah Yousuf 세는 해 
석하고 있다(The Glorious Kuran p.689 Note Na2159). 

126-1) 피해자가 피해를 받는 것 만큼은 응징을 할 수 있으되 그 이상의 응징을 해서는 않되는 것 
으로 풀이되고 있다. 본 절은「압둘 무딸립」의 아들「함자」에 있었던 일로 계시되었다.불 
신자들이 r우흐드j 전투에서 그의 배를 잘랐올 때 무함마드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길，“하나 
님이 나로 하여금 그들을 승리케 하신다면 그들 가운데서 70명을 그렇게 하리라”라고 하 
였다. 또한 본 절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응징하는 것은 허락(무바하)되어 있지만 관용올 
베풀어 응징하지 않는것(타르크》이 더 낫다는 율법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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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실로 하나님은 악을 멀리하 사쑈I화 
는 이들과 선을 실천하는 이들과 ᄉ ' 

함께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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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장 이스라 

메카에서 계시된 111장으로 제8장까지는 정신적 가르침을 제7장에 
서는 인간의 초기 정신적 역사와 새로운 이슬람 공동체(움마)의 형성 
을 묘사하고 있다. 제8장에서 제16장까지는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 및 
조직적으로 강화된 공동체 안에서 인간을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간 
주하는 창조주와 인간과의 관계 등을 다루고 있다. 제17장에서 29장 
까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제17장에서 21장은，미으라 
즈에 관한 예시와 함께 공동체에 관해서 보다는 공동체의 각 구성원 

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옛 예언자들 및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22장에서 제27장까지는 성지순례(하지), 
경배(이바다》，예배(쌀라》，이슬람세(자카트)，사생활 등에 관한 각 개인 

의 정신적 성장을, 제26장에서 제29장까지는 다시 옛 예언자들 및 지 
나간 역사로 돌아가 공동체 생활에 대한 인간의 정신적 발달과 각 개 
인 생활에 대한 공동체의 반응을 제시하고 있다. 

제17장에서는 선지자 무함마드의 승천(이스라》에 관하여 언급 되고 
있다. 메카 하람사원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원으로 어느날 밤 승천 
함으로써 하나님의 예증을 보여준 것이다. 대다수 꾸란 해설가들은 
이방을 성천의 밤<라일라 이스라》이라 부트고 있다. 몸과 정신이 함께 
승천한 것에 관해서는「하디쓰」에서 이 여행의 의의와 신비적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선지자 무함마드가 예루살렘으로 승천된 후 
다시 일곱개의 하늘을 지나 가장 성스러운 권자에까지 이르게 됨으로 
써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인간의 정신적 신비가 시작되었다. 

마드리드 대학교 미규엘 아신(Miguel Asin) 스페인 교수는 이「미으 

라즈」(승천 문학이 유럽 중세문학에는 물론 특히 이태리 시인 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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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te》의 신곡(Divine Comedy)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미으라즈는 헤즈라 전 라잡 달 27일째 되는 밤에 있었던 것으로 보 

고 있다. 

본 17장의 개요를 보면 1〜22절에서 선지자의 영적 경험이 창조주 

의 예증으로 인간에게 나타난다. 그것은 사악함으로 빠지는 인간을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며，23〜40절에서 창조주는 인간의 신앙과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부모와 친척, 그리고 궁핍한 자에 대한 자 

선，어린이에 대한 친절，성생활의 순결성，인간생활을 위한 정의와 

존경, 고아의 보호, 모든 거래에 있어서의 성실 등을 다루고 있고, 41 

〜60절에서는 창조주의 영광은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61 

~84절에서는 거만함은 사탄「이블리스j 에 유혹된 것이나 아담의 자 

손은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높은 경지에 있으되 그들의 행위와 업적 

으로써 심판을 받게 된다. 예배는 정하여진 시간에 행하는 것이 좋으 

며 꾸란은 치료와 은혜로써 주어졌다는 것과, 敗〜111절에서는 꾸란 

은 하나님 은혜의 예증으로 인간은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 들여야 한 

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본장이「이스라」즉 승천의 장이라 불리우게 된 동기는 선지자 무 

함마드가 메카 하람사원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아끄사 사원으로，다시 

그곳에서 하늘로 승천한 기적이 묘사되고 있어 이스라<승천) 장이라 

불리우게 된 동기로 본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50). 

縱■짧■■■無M태뼈 ■빼g혀■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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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장 

자비로우시고 자에로우신 
하나님의 이^으로 

1. 하나님의 종을1> 밤중에 하람 
사원에서2> 아크사 사원으로3> 밤 
하늘 여행을 시킨4) 그분께 영광이 
있으소서 그곳은 하나님이 축복을 
내린 이웃으로 하나님의 일부 표 
적들을 보여주고자" 함이라5> 실로 
하나님은 들으시며 지켜보고 계시 
니라 

2.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서를 주 
사 그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복 
음이 되도록 하였으니1> 너희는 나 
외에 다른 것을 보호자로 택하지 
말라 

3. 그들은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태웠던 자손들이라 실로 그 
는 감사•하는 종복이더라1ᅩ 

1- 1) 무함마드 
2) 하람사원은 사우디 아라비아 메카 도시안에 있는 사원으로 본절에서 가르키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카으바」신전을 의미한다. 

3) 「아끄사 사원」은 모리아 산상「하드라트 우마르」라고도 불리우는 돌 구름 근처에 있는 모리 
아 산 언덕 위의 솔로몬 사원 지역을 가르킨다. 본 사원은 헤지라 이후 68년「압둘 말리크J 
통치자에 의해서 완성된 것으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성스러운 곳이었다. 그러나 기 
독교인들이 이 사원을 지배하게 되어 로마 황제 비잔틴시대에는 예류살램에 한 주교 까지를 
두었었다. 이 사원과 관련 주요 역사기록은 다음과 갈다. B.C 1004년 경에 솔로몬 왕에 의해 
마무리 되었다가 B.C 5效년경 네뷰차드 넷자르(Nebuchad nezzar) 통치하에 있을때 바벌로 
니아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B.C 515년경 에즈라<Ezra)에 의하여 파괴 된 후 B.C 167년 경 알 
렉산드리아 후계자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Antiochus Epiphanes)에 의해 우상숭배의 
장소로 변모되었다가 B.C 17년에서 AX) 29년 사이에 헤롯(Herod)에 의해 복구되었다가 
A.D 70년 티투스(Titus) 황제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다. 

4) 40일 밤을 여행한 것으로 해설가들은 보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50). 
5) 무함마드로 하여금 창조주의 권자, 천국과 지옥，천사들과 예언자들 및 그밖의 하나님의 능 

력을 제시하는 다른 것들올 보도록 하였으니 

2- 1) 모세에게 구약성경(Taura)를 주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암흑과 불신으로부터 빛과 믿음으로 
구원하도록 하였다. 

3- 1) 믿음을 가진 자손들이여! 너희는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너희 조상들의 후손들이라. 하나님이 
대홍수로부터 너희 선조들을 구하였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실로 

예언자 노아는 항상 감사하였느니라. 

■■■巧붜，■ᅬ=一"ᅳ::■…■‘ 

◦▲安홧 1<삶외네 

必々(I폈강1(난유혀玄々 
士 나Si v석고 cK화 

此被滅너쑈하; 여必와私 
(용後0표 

© 匕多:』心^逆上v#故“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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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적들을 보내어 너희 얼굴을 수 
치스럽게 하고 너희 신전에 들게 
하니2> 그들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처럼 그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멸 
망케 하였노라 

8. 회개한다면 주님께서 너희에 
게 은혜를 베풀수도 있으리라 그 
러나 너희가 다시 거역한다면 하 
나님은 다시 벌을 주어 불신하는 
죄인에 대한 대가로 지옥을 만들 
어 주리라u 

9. 실로 꾸란은 가장 올바론 것 
으로 인도하며 믿는 신앙인들을 
위한 복음이라 선을 행하는자 그 
들이 큰 보상을 받으리라 

10. 그러나 하나님은 내세를 믿 
지 아니한 자를 위해 고통스러운 
벌을 준비하셨노라1》 

11. 인간은 진리를 기원해야 함 
에 악을 서둘러 추구하는 인간이 
있더라 

12. 하나님은 낮과 밤을 예증의 
표적으로1> 하여 밤의 표적은 어둡 
게 하고 낮의 표적은 밝게 하였나 
니 이는 너희가 주님으로부터 은 

其期^^：公心!然^1技 
©여典I 

&몇强 있차챘 J 必石難此값 
파^^:技⑯ 

©$與域以혔V)깟챤V、腦용^ 

勢私S 必轉义※때 I述화今 
라 按^^^ 

2) 예수의 메세지를 거역함으로써 유대인들은 그들의 명예를 잃게 되고 A.D 70년에는 Titus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다. Titus는 로마황제 Vespasian의 아들로 예루살렘이 멸망 
한 그때에 왕위 계승자로써 Caesar라는 칭호를 갖게 되었다. 그는 로마황제로써 AD 79년부 

터 81년까지 통치하였다. 

8-1) 본절은 예언자이며 선지자인 무함마드 시대로 돌아가게 된다. 창조주 및 예언자들에 대한 유 
대인들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성된 창조주의 말씀을 가지고 온 최후의 선지자 
를 거역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 
이 죄악을 계속 한다면 하나님의 벌은 그들에게 계속될 것이라는 경고로 본다. 

10-1) 9절이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여 주는 동시에 본절은 믿음을 거역한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이다. 

12-1) 창조주의 유일성과 권능의 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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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를 구하도록 함이여2> 또한 햇수 
, 의 계산과 셈의 학문을 알 수 있 
: 게 하였노라 이처럼 하나님은 그 
i 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였노라 

© 史與백效必1滿 

13.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행위 
를 그 자신의 목에 고착시켰으매 

- 심판의 날 한권의 기록으로 그에 
을 게 이르게 하니 모든 인간은 열린 
S 채로 그 업적을 보리라” 

;햇以낡 U 與쑈:처과藏 

14. 그리고 그에게 말씀이 있으 
J 리니 너의 기록을 읽으라 너를 계 
1 산하는 오늘은 그것만으로 충분하 
| 리라】》 

(혹빼却紅책敬 ; 

15. 정도로 가는자 그 자신을 위 
해 가는 것이며 방화하는 자 누구 
나 스스로를 방황케 할 뿐이라 짐 

: 진자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없으니”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 
낼 때까지 벌을 내리지 않노라 

取꽤쇼起^빼녀士 : 

대드必최心接탄 切棟씼 
빼 : 

16. 하나님이 한 고을을 멸망코 1 
! 자 했을 때 안이한 생활을 영위하 
5 던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노라 그 

러나 저들은 그 안에서 거역하노 

起!화잃:◎述과以旣臟 
©此도獻技述到홈以 

2) 밤에는 휴식과 안정을 취하고 낮에는 노동올 하여 일용할 양식을 얻도록 함이니 

5 13-1)「따이르j 는 “새”라는 뜻으로 좋은 징초 또는 나쁜 징조라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한다 이것 
은 옛 로마 백성들이 그랬듯이 아랍인들은 날아가는 새로부터 인간 운명의 신비를 알아보 
려고 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그와 유사한 미신으로 운명을 점치고 있다* 하나님의 
예증이 있다는 것을 앞절에서 보았으나 그것들이 인간의 운명을 점치는 현세적 의미를 갖 i 
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운명은 새나 어떤 길조나 별들에 의한 미신에 따라 결정되지 아니 ! 

하고 인간의 행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행위는 곧 인간의 목을 둘러싸고 
있다. 현세에서 행한 모든 것이 천사들의 기록의 의하여 심판의 날 심판을 받게 된다. 이때 

1 인간은 기록된 자기의 행위들을 빠짐없이 알 수 있게 된다. 1 

14-1) 너희 각자 인간이 행하여 기록된 업적이 너희를 중언함에 충분하며 다른 증인이나 훌륭한 S 
자가 필요치 않느니라. 

15-1) 어느 누구도 타인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계시로 예수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 
가에 못박혔다는 기독교 교리와는 모순이 되고 있다. 예수 이전 백성들에 대한 죄를 대신하 i 
였다고 할 때 예수 이후 백성들의 죄도 대신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논제 역시 모순으로 1 
이해된다. | 



제：17장 이스라 : 17-22 506 

，려빼■■，■뼈픕빼빼■國起^ 

라 그리하여 그분은 진리로서 그 
: 들을 멸망케 했노라” 

I 
| 

17. 노아 이후 하나님께서 얼마 
나 많은 세대를 멸망시켰더뇨u 주 
님은 그분 종복의 과오에 대해 아 
심과 지켜보심으로 충만하시니라 

욕;心향"々 &冷⑫。技대谷 
©炎▲심“ 々入 

18. 스쳐가는 현세를 서둘러 원 
하는자 있다면 하나님욘 그분이 
원하는 그에게 서둘러 벌을 주리 
라 그런후 그에게 지옥을 마련하 
여 주리니 그는 저주를 받아 지옥 

1 에 들어갈 것이라 

技部松臟私a述必於 
1 

19. 그러나 믿는자로써 노력을 
I 다하여 내세를 원하는 그들은 그 

들의 노력으로 보상올 받으리라1> 

빼抵姑^ 功J 
@!公^ ; 

20.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그리고 
저들에게도1》보상올 주리라 그대 

^ 주님의 보상은 제한됨이 없노라 

破比‘孤‘따述5按徒4표 용 
[ 

21.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가운데 
! 우열올 두었는지 보라 내세에서는 
그 우열함이 더욱 더 크노라 

22. 하나님께 다른 신을 비유하 
1 지 말라 너희가 멸시와 버림을 받 

으리라 

©接沒於公02券획!必^彩 I 

16-1) 신의 은혜는 사악한 자에게도 주어지는데 이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은혜다. 죄인이 회개 
1 하지 아니하고 사악함올 거듭하여 갈 때 신의 중언은 필연적으로 있게 됨으로 신의 은혜와 
I 정의가 동시에 실현된다는 교훈으로 본다. 

1 17-1) 노아의 홍수를 시점으로 하여 수 많은 제국과 고을과 세대들이 그들의 사악과 죄지옴으로 
멸망되었다. 즉 아드, 사무드 및 파라오 백성이 멸망하였다. 이 절은 메카 꾸라이쉬족의 불 
신자들에 대한 경고로「이브누 카씨르」는 풀이하고 있다<알무크타싸르 371/2). 

19-1) 믿음으로 선을 실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보상을 받으리라. 

20-1) 현세를 원하는 무리에게도 그리고 내세를 원하는 무리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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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님이 명령하사 그분 외에 
I 는 경배하지 말라 했으며1> 부모에 
1 게 효도하라 하셨으니 그들중 한 
^ 사람 또는 두 사람이 나이들 때 
그들을 멸시하거나 저항치말고 고 
운말을 쓰라 하셨노라 

類賤^; I 
比义했신改起법松뺐3馬 

®q/影切攻 

24. 부모에게 공손하고 날개를1〉 
낮추며 겸손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주여 두분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 그 두 분은 어려서부터 저를 양육 
하였나이다 

빠■괘;W與 ! 

\ 

25. 너희 주님은 너의 심중에 있 
? 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너희가 선 
올 행할 때1> 그분은 그분에게 귀 

: 의하는 이들에게 관용을 베푸시니 
I 라 

致松己端，緣 : 

@I》(도보향 i 

26. 친척과 불쌍한 사람과 여행 
자에게도 자선을 베풀되 낭비하지 

| 말라 

최여!획，M ! 

27. 실로 낭비는 사탄의 친구로 
! 사탄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 모르니라 ©!錄效 5 

28. 주님으로부터 너희가 기대하 
J 는 은혜를 그들에게 줄 것이 없어 

延강洋容줴^ : 

23-1) 본 절은 정신적 의무와 도덕적 의무를 병행시키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 
기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곧 하나님만이 홀로 경배를 받을 존재이기 때문이며 출애굽기 20 

1 장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이 아니다.(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 
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j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 

24-1)「자나하」는 “날개”라는 뜻으로 날개를 펴고 높이 날던 새가 폈던 날개를 모아 새끼를 보 
호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항상 부모에게 순종하고 겸손하되 특히 부모가 연로하게 되면 어 
미가 새끼를 보호함에 날개를 모아 보호하듯 연로한 부모를 보호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네 I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이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 (출애굽기 20장 12절) 

S 25-1) 부모에 대한 효도에 이어 친척과 연약하거나 노약자 그리고 불우한 사람들에게 선행올 하 | 

| 도록 명령하고 있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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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로부터 둥 돌림욜 받는다 해 
도 그들에게 친절히 말하라 

29. 너희 손이 너희 목에 족쇄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되1> 너무 펼 
처도 아니 되나니 이는 너희가 비 
난을 받지 아니하고 빈곤하지 아 
니하도록 함이라 

30. 실로 주님은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케 하 
시고 또 궁핍게 하시니 그분은 그 
분의 종들을 지켜보고 알고 계시 
니라 

31. 궁핌의 두려움으로 너희 자 
손을 살해하지 말라ᄇ 하나님이 그 
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나니 너 
희에게도 마찬가지라 그럼으로 그 
들을 살해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 

32. 간통하지 말라 실로 그것은 
부끄럽고 죄악으로 가는 길이라1> 

33. 정당한 이유1>없이 사람을 살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금하셨노 

©逆技裝겠쑈 

必雜뼈;좌必鄭대述數 
©떼次名S 

以三생은承1述^安^?^ᄋ) 

©起始않射起i 起，，i 

28- 1) 천척이나 불쌍한 사람 그리고 여행중에 여비가 떨어진 여행자에게 줄것이 없었을 경우 인 
색하지 않는 친절한 말을 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29- 1) “목에 족쇄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것도 주지 아니하는 인색한 
구두쇠가 되어서는 않된다는 것이며，14너무 펼쳐도 아니 되나니…”는 과분하게 자선을 하여 
스스로 빈곤해지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으로 인색하지도 말고 낭비하지도 말라는 
교훈이다. 

31- 1) 이슬람 이전 무지의 시대(자-힐리야)에서는 사내 아이는 힘의 상징으로써 보호를 받았으나 
궁핍과 가난의 두려움으로 여자 아이가 생매장 되는 경우가 있었다. 

32- 1) 이슬람에서는 살인이 금지되고 있으니 국가를 배반한 반역자，배교자，고의적으로 살인을 
한자, 처녀를 간통한자 등은 사형이 허용되고 있다. 한편 살인을 당한 피해의 보호자는 가 
해자에 대해서 끼싸쓰(동둥한 형벌의 처벌)나，디야(보상), 또는 아푸으(사•면)의 형벌제도 
가운데 스스로 서택할 권리를 갖게 된다. 한편 가해자는 끼싸쓰(동등한 형벌)를 받을 의무 
가 있는 동시에 그 이상의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도 보장되고 있는 것이 이슬람의 형법제 
도이다(제2장 177，178장 참조). 

33- 1) 반역자, 고의적 살인자 및 순결한 여성을 간통한자 둥은 사형을 받올 정당한 이유라고 해석 
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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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부당하게 살해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보호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노라2ᅩ 그러나 살해함에 범 
주를 넘지 말라3> 그가 법에 의하 
여 보호를 받기 때문이라 

34. 고아가 성년에1》이를 때까지 
더 나은 것이2> 아니거늘 고아의 
재산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계약을 이행하라 그 모든 계약에 
대하여 질문을 받으리라 

35. 물건을 재되 되를 가득 채울 
것이요 무게를 달되 저울의 균형 
을 이루게 하라 이것이 선이요 내 
세에서 가장 좋은 재산이라 

36.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따 
르지 말라 들었던 것과 보았던 것 
과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것에 관 
하여 심판의 날 질문을 받으리라 

37. 오만함으로 대지를 걷지 말 
라 너희가 그 대지를 가르지 못하 
며1> 산 높이에 이르지 못하니라 

38. 이 모든 것들이1ᅭ 주님이 보 
시기에 증오스러운 것들이라 

延#切典成성 必길逆K 

©數^逆쨍i 

妙:•씨具■ 

聲쑈교應싶端切i챗소싶松 
©■I 

2)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살해된 피해자의 보호자는 끼싸쓰(동둥한 처벌》나 디야(보상》또 
는 아푸으(사면) 중에서 어느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3) 피해자가 받은 이상의 것을 가해자로부터 요구해서는 아니 되나니. 

34-1) 이슬람에서 성년이라 함은 그의 재산을 건전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나이로 18 

세에서 30세 사이로 보고 있다. 

한편 어떤 목적상 법적 연령을 인도에서는 18세로 영국에서는 21세로 하고 있으며，이슬람 
에서도 어떤 목적상 법적 연령올 18세 이하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Abdullah Yusuf AJi는 
해석하고 있다(The Glorious Kuran. p.704 Note No.2218). 

2》고아가 재산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잘 관리하고 그 재산을 잘 중식시키는 것. 

37- 1) 대지도 가를 힘도 없는 연약한 인간 너희가 오만하고 거만을 피울 이유가 없느니라. 

38- 1) 하나님이 금기한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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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이것이1> 주님께서 그대에게 
계시한 지혜라 그럼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이는 
너희가 지옥에 떨어져 비난과 버 
림을 받지 않도록 함이라 

起的效。疏政내低與 i 

40. 주님께서 너희에게 남아들을 
J 주셨으며 그분을 위해서 천사들 
r 가운데 딸들을 택하셨단 말이뇨 
실로 너희는 통탄할 말을 하고 있 | 

I 노라1) 

| 41. 하나님이 꾸란에서 경고를1> 
되풀이 하사* 이로하여 너희가 교 
훈을 얻도록 함이라 그러나 그들 
은 진리에서 벗어남을 더하여 가 

1 더라 

화此換多滿 

42. 일러가로되 그들이 말하는1> 

1 그분 외의 신들이 있었다면 그들 
1 은 분명 권자에 계신 주님에의 길 
을 찾으려 했으리라 

此1 雜犯성莫於切公乂段必 

43. 그분에게 영광이 있으소서 
그리고 그분은 그들이 말하는 모 
든것 위에 크고 높이 계시소서 

44. 칠천과 대지가 그분을 영광 
1[| 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들이 그러하니 영광으로 그분을 

^ 찬미하지 않는 것 하나도 없도다1〉 
1 너희가 그들의 찬미를 알지 못하 
나 실로 하나님은 자비와 관용으 

i 로 충만하심이라 

分임교⑭心公:孤 與신鄕次다 

} 39-1) 언급된 예의，도등한 처벌(끼싸쓰) 둥 그대 무함마드에게 계시한 모든 제도와 규범 

40-1) 천사들은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말하는 아랍 불신자들에게 계시된 절로 본다. 

41-1) 교훈과 약속 그리고 경고 

42-1) 불신자들이 주장한 대로 

44-1) 하늘은 그의 푸르름으로 하나님을 칭송하고 들녘은 그의 오곡으로 찬미하며 과수원둘은 열 
매와 꽃들로，나무들은 그의 가지들을 흔들어 소리로 칭송하과 물은 그의 물소리로，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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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그대가 꾸란을 낭송할 때” 

하나님은 그대와 내세를 믿지 않 
는 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베일 
을 두었노라 

在反?* 
' ©•松I爲藏했 

46. 하나님은 그들 마음속에 베 
일을 씌우고 그들의 귀에 무거운 
것을 놓아 그들이 그것을1》이해하 
지 못하도록 하였노라 그대가 꾸 
란에서 주님 한분 만을 염원할 때 
그들은 진리에서 벗어나 둥을 돌 
리더라 

_效#抄與:，생分步旧錄 
©必細料妙i 此；々안逆心寒 

47. 하나님은 그들이 그대에게 
귀를 기울임을 알고 그들이 비밀 
리에 회합을 가져 너회가 추종하 
는 것은 마술에 걸린 한 남자에 
불과하다고 사악한 자들이 말하는 
것을 아시고 계심이라1》 

나쑈;能라^藏必與與지多 

48. 보라 그들이 그대를 어떻게 
비유했느뇨 그리하여 그들은 방황 
하니 복음의 길을 찾지 못하더라1ᅮ 

炎의，레難誤賊 

49. 불신자들이 말하더라 우리의 
뼈가 산산조각이 될 때 우리가 다 
시 부활할 수 있단 말이뇨 

쑈성砂 松S 匕&卽며，s 
@ 나요士 S)으 

50. 일러가로되 너희가 돌과 쇠 
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은 부족하지 아니 하니라 

©起必 tfel歎)호 

그의 노래로써 찬송하며，태양은 일출과 일몰의 아름다운 그림으로써，구름은 달콤한 비를 
내려 신을 홀로 칭송하도다. 

45- D 내세를 믿지 아니 하려는 불신자들에게 무함마드 그대가 꾸란을 낭송할 때 

46- 1) 꾸랐의 신비와 비밀 그리고 지혜 

47- 1) 불신자들이 선지자 무함마드 곁에 앉아 선지자의 꾸란 낭송에 귀를 기울인듯 하였으나 그 
것은 선지자를 조롱하고 비웃기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창조주께서는 선지자를 위안하기 위 
해서 이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60). 

48- 1) 그들 불신자들은 무함마드를 마술사로써，때로는 시인으로써 때로는 미친사람으로 비유하 
고는 하였다. 

■理^_■理■致■■每■■按SB_理*^到， 



제 17장 이스라 •- 51〜55 512 

51. 너희 마음속에 다시 생명을 
갖기가 어려운 다른 피조물이 된 ^ 
다 하더라도 창조주의 능력은 부 
족함이 없노라 하니 그들이 누가 
우리의 생명을 재생하느뇨 라고 
묻더라 일러가로되 최초에 너희를 
창조한 분이시라 그들은 또 고개 
를 흔들며 그것이 언제이뇨 라고 
물으니 그것이 곧 가까왔노라 

此生餘炎i ᆻ ■期있 
뺐쑈於:路때^썬 
©—삶요^^於성逆^^ 

52. 주님께서 너희를 부르는 어 
느 날 너회는 그분을 찬미하며 그 
분의 부름에 응하리라 또한 너희 
는 너희가 머물렀던 것이 순간이 
라 생각하리라 

免’고니 々心 s다6호낳그&々;호 
©煙 

53. 나의 종들에게1> 일러가로되 
가장 좋은 말을 하도록 하라 사탄 
은 그들 사이에 불화를 조성하니 
실로 사탄은 인간의 적이라 

疾⑷跡되쇼涉始、版실 
® 强必‘있必땠0년疑? 

54. 주님은 너희를 알고 계시니 
그분이 원하실 때 너희에게 자비 
를 베푸시며 그분이 원하실 때 너 
회에게 벌을 주시니라 하나님이 
그대를 보냄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1> 

55. 그대의 주님은 천지에 있는 
모든 종들을 가장 잘 아시고 계심 
이라 하나님께서 일부 예언자들에 
게는 은혜를 더하사1> 다윗에게 시 
편을 주었노라 

^技= 縱나:妙知그到쇼次與촉 
© s多》화뉴。多?욕多 | 

53-1)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에게 

541) 그대 무함마드를 보낸 것은 불신자들의 모든 행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대에게 
순종하는자 있다면 천국으로 이를 것이요，거역한자 있다면 지옥으로 이를 것이라는 소식 
을 전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그대를 보냈을 뿐이라. 

我-1) 많은 예언자들 가운데 아브라함에게는 신의 친구(Kholil)란 칭호를，모세에게는 신과의 대 
화자(Khalim)란 칭호를，그리고 무함마드에게는 승천(이스라와 미으라즈)을 두어 다른 예 
언자들보다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 이것은 그 시대의 필요성에 따라 주어진 은혜로 풀이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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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일러가로되 그분이 아닌 너 
회가 주장하는 것에1> 구원하여 보 
라 하니 그것들은 너희의 불행을 
제거하지도 못하고 변경하지도 못 
하더라 

57. 그들이 주장하는 신들도 주 
님께 가까이 하려 길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분의 자비를 바라고 그 
분의 벌을 두려워 하도다 실로 주 
님의 벌은 이미 경고 되었노라 

58. 부활의 날 이전에 하나님이 
멸망케 하거나 벌하지 않을 고을 
이1ᅳ 없나니 그 벌은 혹독하여 그 
것은 이미 기록되어 있노라 

59. 어느 무엇도 하나님이 계시 
함을 방해하지 못했노라 옛 세대 
가 그것을 거부했으니 하나님이 
사무드에게 암낙타로써 예시하였 
을 때 그들이 그것을 우롱했더라 
하나님이 예증을 내림은 두려움을 
갖도록 함이라1》 

60. 하나님이 그대에게 말하노니 
주님께서 인간들을 에워싸고 있으 
며n 하나님이 그대에게 보여준 것 
은2> 백성들올 시험하기 위해서라 
또한 꾸란에 있는 저주받은 나무 

G■빠 終려사 
©잇처j炎效紀谷 

쑈짧십他1其6說疏백장 
起지巧抄;冗與;※答도 

© L:政i接및 

생59、대 
M드物，I一썽賊與⑶ 

삐©賊^四 원往與成^ 

沒빼느■與며。減織 

56-1) 창조주 아닌 너희가 주장하는 신들，r하싼」은 천사들，예수 또는 아지트를 의미한다고 덧붙 
이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64). 

58- 1) 불신자들의 고을 

59- 1)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는 예증이나 기적들로써 백성들을 무렵게 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 
금 그것들을 교훈으로 받아들여 그분께로 귀의하도록 하는데 있다고「까타다」는 풀이하고 
있다(알따브리 109/15). 

60- 1)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무엇도 숨겨질 수 없도록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나 미래에도 하나님 
은 인간의 모든 의도와 행위를 지켜보고 계실 것이며, 

2) 승천의 밤에 보여준 모든 것. 

선지자 무함마드가 r이스라』의 밤에 목격한 것으로 꿈에서 본 것이 아니라고「이브누 압바 
쓰j 는 해석하고 있다(알따브리 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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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 그러하거늘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의 마음은 
오만함을 더할 뿐이더라 

61.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일러 
아담에게 부복하라 하니u 그들 모 
두가 부복하였으되 이블리스는 그 
렇지 아니하고 흙으로부터 창조한 
인간에게 부복하란 말이요 라고 
하면서 거역했더라 

62. 그가1ᅭ 또 말하더라 이것이 
당신께서 내 위에 은혜를 더한 자 
이뇨 당신께서 나를 심판의 날까 
지 유예한다면 나는 그의 후손들 
을2> 소수만 제외하고는 멸망케 하 
리요 

63. 이때 주님께서 이르시니 가 
라 그들 중에 너를 따르는 자 있 
다면 실로 지옥이 너희를 위한 넘 
치는 보상이 되리라 

64. 또 이르시길 네7V 할 수 있 
는 너의 유혹의 목소리로1> 그들을 
멸망으로 유인해 보라 너의 자손 
들을 부유케 하겠노라 약속해 보 
라 사탄은 그들에게 약속을 이행 
치 못하고 기만하더라 

65. 실로 너는 나의 종들 위에 
아무런 권능이 없나니 주님의 보 
호하심으로 충분하니라 

©타께^피; 

石 휀聲드炎'，止《縱 

©'成s 取 

척;흑；笑公그生:1(구노푠그; 

系넷;U 的U激路^爲以於 

® ■文호^철》冬S쇼난;# 

3) 자꿈나무 :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 자라는 나무로 쓰디쓰고 불쾌하며 자극성 있는 나무로 
묘사되고 있다.(제37장 xxxvii.62-65 : xliv.43-46 : lvi.班절) 참조 

61- 1) 인사하고 존경하라 하니 

62- 1) 이블리스 
2) 하나님만올 유일신으로 믿고 경배하는 아담의 후손들. 

64-1) 창조주를 거역하도록 유도하는 모든 소리(이브누 압바스). r무자히드j 는 유혹의 목소리를 
퇴폐적인 노래와 유회도 이에 해당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알따브리 1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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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너희 주님이 너희를 위해1ᅭ 
배로하여 바다를 항해하게 하니 
이로하여 너희가 그분의 은혜를 

| 구하도록 함이라 실로 그분은 너 
회에게 자비를 베푸셨노라 

，心炎以난외，松야■ : 

©다9요笑6컁쇤 i 

67. 너희가 바다에서 불행을 만 
； 날 때 그분 아닌 다른 것에 구원 
i 을 한다면 방황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육지로 구했을 
: 때 너희는 돌아섰으니 실로 인간 
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더라 

m致쑈义냐않必드故 
©1，삐^表4棟 i 

68. 너희가 대지위에 있을 때 그 
분께서 대지가 너희를 삼키게 하 

8 지 아니할 것이라 안심하고 있느 
| 뇨 강한 돌 회오리가 너희에게 이 
1 르지 않으리라 안심하고 있느뇨1J 
^ 그때에 너희는 너희를 위한 보호 

자를 발견하지 못하리라 

0文길》요—은仏피® 요 

©5始多！빼화피難 : 

69. 그분께서 두번 다시 너희를 
바다로 보내지 않는다고 안심하느 

5 뇨 그분은 너희에게 폭풍우를 보 
내어 너희가 불신한 것으로 너희 
를 익사케 하리니 너희는 하나님 
에게 대항할 어떤 원조자도 발견 

J 치 못하리라 

이以넜회 t化5고길 必(多」ᅬ)1 
쯧淨다起其起版多多 : 

©始成彩3此勢多 j 

70. 하나님은 아담의 자손에게 
I； 은혜를1> 베풀어 육지와 바다에서 
1 그들을 운반하여 주고 그들에게 
좋은 양식을 부여하여 하나님이 
창조한 어떤 것보다 그들을^ 위에 

1 두었노라 

도패나셌제裝聲被； j 

©빼班체炎，빼 

5 效-1) 멀리 여행을 떠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상거래를 하도록 하기 위해 

: 68-1) 롯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돌비를 내려 너희를 멸망케 하리라. 1 

70-1) 이성과 지혜와 지식 그리고 말과 글 
■ 2)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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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71.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의 인 
도자와 모든 인간을 부르니 그들 

! 의 오른 손에 그들의 기록이 놓여 
i 진 자는 그들의 기록을 읽을 것이 

며 조금도 부당하게 취급되지 않 
으리라 

g於맸。。與/ᆻ없多^도)도 

72. 현세에서 장님은 내세에서도 
장님이 되어 길을 방황하게 되리 
라1》 

。時滿巧 

73. 그들은 그대를 유혹하여 그 
대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대에게 
계시한 것에 등을 돌리도록 하고1> 
하나님에 대항하여 다른 것을 조 
성하도록2》그대를 그들 친구로 하 
려 하였도다 

척延？S後고;戶 

74. 하나님이 그대를 지키사 그 
대는 조금도 그들에게 기울지 아 
니 했으니1》 

호쌨摩최■죄必錄潮； 

75. 만일 그대가 그랬었다면1> 하 
나님은 그대로 하여금 현세의 벌 
과 내세의 벌을 맛보게 하였을 것 
이며2》그때 그대는 그대를 위한 

! 어떤 구원자도 발견치 못했으리라 

생、4必최“왜많11육고我能 

76. 그들은 그대를 위협하였으매 
그 땅으로부터 그대를 추방코자하 

포?%L호챗。꽤‘?起承고; 

72-1) 장님이라 함은 광명이요 진리인 창조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인간의 마음으로 내세 
에 가서는 더욱 마음이 굳어져 크게 방황하게 된다는 뜻으로 본다. 

3 73-1) 실로 불신자들의 상태 및 의도는 그대 무함마드가 계시받은 금기된 것과 명령받은 것으로 
부터 그대가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유혹하고， 

； 2) 그대에게 계시하지 아니한 것을 그대로 하여금 조성하도록 J 

! 74-1) 하나님이 그대를 진리로 지키지 아니 했더라면 그대 무함마드를 그들에게 기울려 그들이 
요구한대로 쉼게 하였으리라. 

S 75-1) 불신자들의 요구대로 그들에게 의지하였다면 
2) 본절은 선지자 무함마드의 능력이 결핍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 

^ 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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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노라1》그러나 그들은2> 잠시 머 
물러 있었을 뿐이라 

77. 하나님이 이전에 선지자들에 
게 보낸 길이었노라 그대는 그 길 
의 변화를 발견치 못하리라 

78. 서산에 해가 기울어 어둠이 
질 때까지 예배를 올리고 새벽에 
도 꾸란을 낭송하라 진실로 새벽 
의 꾸란 낭송은 천사가 지켜보니 
라1》 

79. 한밤중에 일어나 예배를 근 
행함은1> 그대를 위한 은혜가 되리 
니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하여 영 
광의 지위에 오르게 하시니라 

80. 일러가로되 주여 저로하여금 
진실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 
소서 그와 마찬가지로 진실의 출 
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u 당신 
가까이에서 승리의 권한을 부여하 
여 주소서 

76-1) 메카 꾸레이쉬족 가운데 이교도 및 불신자들은 예언자 무함마드률 위협하여 추방하려 하였 
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음모를 제지하고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하라는 하나님의 명 
령에 따라 도읍을 옮겼다. 이로 볼때 예언자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쫓겨나 메디나로 도망을 
갔다고 하는 이론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선지자 무함마드를 추방하려 했던 메카의 불신자들 

78*1) 새벽에 읽는 꾸란 낭송은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하디쓰는 전하고 있다. “천사들이 너희 
를 지켜보고 계시나니 밤과 낮이며 또 천사들이 모이나니 아스르 예배와 파즈르 예배이다” 

또한 본절은 하루 5차례의 예배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즉 “해가 기울때"(둘루-크 샴쓰)는「주 
흐르」예배와「아스르」예배를，“어둠이 질때”는「마그립」예배와 r이샤」예배를，"새벽”은「과 

즈르j 예배를 예시한 것으로 풀이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71). 

79- 1)「타하주드」는 잠자던 한밤중에 잠에서 일어나 행하는 예배를 의미하는데 본 절은 하루 다 
섯차례 의무예배 외에도 예배를 행하였던 예언자 무함마드를 가르킨다고 Abdallah Yusuf 

Ali는 플이하고 있다(The Glorious Kuran. p.717 Note No.2277). 

80- 1) 일생을 마치고 무덤으로 들어갈 때 선한 길로 들어가게 하고 부활의 날에 무덤으로부터 나 
올 때 좋은 길로 나오게 하여 달라는 뜻으로「이브느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 한편 r하산j 

과「다하크」는 “진실의 문으로 들어감”은 메디나로 들어가는 것올, “진실의 출구”는 메카로 
부터 박해를 피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오는 것을 의미한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文^_성£^& 

J낫시}。피및；多I호넣 

최均^;^I 必 
@1※假每 

나사도讀※信 고고士고法50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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期- 하나님이 원하사 하나님이 
1 그대에게 계시한 것을 거두어 갈 
1 수 있나니 그때에 그대는 보호할 

어느 것도 발견치 못하리라 

多쎈L컬後與藏53起述; 

©效轉 V疏좼 

87.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있었 
으니 실로 그분의 은혜가 그대 위 
에 크게 있었노라1》 

©j浴빠容 ■起여^^ 

88. 일러가로되 인간과 영마가1】 
, 서로 같이하여 이 꾸란과 같은 것 

? 을 만들려 해도 그들은 그와 갈은 
욕 것을 만들지 못하리라 비록 그들 
! 서로가 서로를 도운다 해도 그러 

하니라 

此必換성5않接知고넣쑈 
획별‘多技!(典화 

89. 실로 하나님은 이 꾸란에서 
1 인간을 위하여 여러 가지 비유를 
I 들어 설명하였으나 대다수의 사람 

들은 이를 거역하고 불신하더라 

⑤ C모。dl책고겄與！《在& 

90. 그대가 우리를 위하여 땅에 
서 물을 솟게 할 때까지는 그대를 
믿지 않으리라1> 말하더라 

화典^到以，: 

| 91. 그대가 종려나무와” 포도나 
무의 정원을 가져 그 안에 물이 

1 넘쳐 흐르도록 할 때 까지는 그대 
를 믿지 아니할 것이라 

义쇼 나々 (在수우 교i•노 
냥•從般 :: 

1 의 명령에 따를 뿐이며 창조주가 그에게 명령한 것만을 전하여 계시할 뿐이다. i 
} “루흐”는 정신，영혼 또는 성령이란 언어적 의미 까지를 함축하고 있는 어휘로 본절에서는 
1 성령이란 용어로 옮겨보고자 한다. 본절의 언어적 풀이는 “성령은 내 주님의 명령에 의한 1 

것으로”라고 풀이 할 수 있으나 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교수는 “루-흐”를 “알지 못하는 1 
1 숨겨진 비밀들”이라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72). 

87-1) 가장 위대한 축복인 꾸란을 계시한 것을 비롯 축복받은 위치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최후의 
1 선지자로써 축복과 은혜를 내렸다. 1 

88-1) 영마(제6장 100절 해설 참조) 

90-1) 그대 무함마드가 메카의 땅에서 샘을 파 그곳으로부터 끊임없는 물이 나오게 할 때까지는 
； 그대를 믿지 아니하리라. ] 

91-1》「종려나무」는 사막의 오아시스에 있는 나무로 이 나무에 열린 열매가 완전히 익기전 까지 
' 는 그 열매를「발라호」라고 하고 완전히 익은 열매는「타므르」라고 한다. 우리 한국의 대추 

야자와 모양이 약간은 비슷하나 그 맛과 색깔, 영양 및 나무의 생태는 전혀 다르다. 

“-기-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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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그대의 주장대로 하늘을 산 
산조각올 내어 우리 위에 떨어뜨 
리고 하나님과 천사들을 데려와 
대면시키라 하더라1> 

93. 그대가 금으로 장식된 집을 
갖거나 그대가 하늘로 승천한다 
하여도 읽을 기록을 가져오지 아 
니한다면 우리는 그대의 승천올 
믿지 않으리라 말하니 일러가로되 
나의 주님께 영광이 있으소서 나 
는 인간으로써 한 선지자에 불과 
함이라 

94. 복음이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을 방해 
했던 것은 단지 그들이 말한 이것 
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선지자로 
보냈단 말이뇨 

95. 일러가로되 땅위에 정착하여 
평온히 걷는 천사들이 있다면 하 
나님은 하늘로부터 천사를 한 선 
지자로 그들에게 보냈으리라1> 

96. 일러가로되 나와 너희 사이 
에 증인으로써는 하나님만으로 충 
분하노라 그분은 그분의 종을 아 
심과 보심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라1> 

妙 a棟賊述^好 故따到 
’ 폐轉w 

以與b 갰跡與^ 향‘沒1 
少逆※聲被여》〔必接있 

©쩟與類成 

안다 6谷 년 i상◎(玄!與“七公W延요 
©S괘X各 

92-1) 불신자들은 첫째，땅에서 물을 솟게 하라고 요구하고，둘째는 종려나무와 포도나무 정원에 
물이 넘쳐 호로도록 요구하였으며, 셋째는 하늘을 산산조각 낼 것과 하나님과 천사들을 보 
게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것은 창조주인 하나님과 선지자 무함마드를 불신하는 오만 
으로 제2장 55절，제5장 153절에 있듯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보도록하여 달라는 요구 
와 제장 8-9절에 천사들이 내러와 인간들에게 확증하여 달라는 요구는 불신과 다를바 없 

다. 

沈-1》대지는 인간이 거주하는 곳으로 인간들은 여러 민족과 공동체와 국가로 분할되어 있다. 그 
각각의 공동체에 선지자가 보내어졌는데「아드』백성에게「후드」를(11 장 50절)，「서무드j 
백성에게「살레흐」(11장 61절)… 등이 보내어 졌다. 

96-1) 진실한 중인은 어떤 환상적인 기적 같은 것이 아니라 진리로 영원히 살아 계시는 하나님 밖 
엔 없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며 언제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진실한 반성과 회개로 구원할 때 하나님은 인간을 인도하여 옳은 길 
올 보여 주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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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起成多 
©—;細 逆i起^必않後 

97. 하나님이 인도하사 그는 옳 
은 길을 따르는 자이며1> 그분께서 
방황케 하^4 너희는 그를 위하여 
그분 외에 어떤 보호자도 발견치 
못하리라 또한 하나님은 그들이 
부활의 날에 장님과 벙어리와 귀 
머거리가 되어 고개를 숙여 모이 
게 하리니 그들의 거주지는 지옥 
이라 그 불이 약하여 질 때는 불 
길을 강하게 하리라 

98. 이것이 그들을 위한 보상이 
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예증 
을 불신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말하였거늘 뼈만 남아 흙으로 돌 
아갈 때 진실로 우리가 새로이 부 
활된단 말이뇨 

99.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창조할 수 있으리라 
생각지 못하느뇨 그들에게 한정된 
기한을 준 것은 의심할 바 없노라 
그러나 불신자들은 거역하고 불신 
할 뿐이더라 

100. 일러가로되 너희가 하나님 
의 보물을 소유한다 하여도 그것이 
고갈될까 두려워 사용하지 아니 하 
니 실로 인간은 인색할 뿐이라 

101.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백한 
아홉가지의 예증을1> 주었나니 이 
스라엘 자손에게 물으라 그가 그 
들에게 이르렀을 때 파라오가 그 
에게 말하였더라 모세여 나는 그 
대가 마술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 
니라 

97-1)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진리의 길이요 행복한 길로 이 길로 인도받은 자는 이 길을 따르 
며 

101-1) 아홉가지의 예증이란 모세에게 있었던 것으로 

힛延始V篇效多u起聲요) 

©起斗想一요O妙S 能 

■威쇼졌功섰혹셨的 

하取^;교w炎接행쑈 
©안匕뺐교사松고부 

多改必疏쓩與“넷；^聲ic述 

賊^强빼雜^■理■接^^^^^^^■因賊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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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모세 이르되 하늘과 대지의 
주님께서 명백한 예증으로 계시한 
이것들을 당신은 알고 있나니 파 
라오여 당신은 실로 멸망할 것이 
라 생각됩니다 

103. 그는11 그들을 그 땅으로부 
터 추방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와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두를 
익사케 하였노라2> 

104. 그런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1》거주하라 하였 
으나 내세의 약속이 이를 때 하나 
님은 너희 모두를 뒤섞인 군중으 
로2) 모이게 하리라 

105. 진리로서 하나님은 이것을1J 
계시했나니 진리로써 그것이 왔노 
라 하나님이 그대를 보냄은 복음 
을 전달하고 경고하도록 함이라2> 

106. 하나님이 꾸란을 부분적으 
로 계시함은 그대가 백성들에게 

V려14孤했節■꽤 

꾀■ 

©'‘次心與與。淑(々※소微 

初私巡I 熟必어행 

起 _冬I생此; 

■熟; 

⑭滅淑쩟#삿u편供强신계寒 

① 지팡이(알아싸 : 7장 1071) 

② 광채나는 손(알야드 : 7장 108절) 
③ 가뭄과 물이 부족한 해(알씨니나 : 7장 103절) 

④ 흉작(7장 130절) 

⑤ 사람과 동물사이에 전염병 
⑥ 메뚜기(알자라드) 

⑦ 이(곤충)(알주말) 

⑧ 개구리(알다파디으) 

⑨ 물이 피로 변함<알담므) 

103- 1) 파라오 
2) 파라오가 모세와 모세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추방하려 했을 때 하나님은 파라오와 그 

의 군대 모두를 바다에 익사케 하여 명말시켰다. 

104- 1) 애굽의 땅 
2) 뒤섞인 군중이란 : 약속된 심판의 날이 되면 창조주는 무덤으로부터 믿음올 가졌던 사람이 
든 불신했던 사람이든 모두를 함께 뒤섞어 모이게 하는데 이 때의 군중들을 가르킨다. 

105- 1) 꾸란 
2)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소식을 전하고 이를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불지옥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라. 



제 17장 이스라 : 107-110 523 ■銳 

점차적으로 낭송하여 주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것을 단계적으로 
계시하였노라u 

107. 일러가로되 너희가 그것을 
믿던 또는 믿지 아니 하더라도 그 
이전에 지식이 있었던 자들은1ᅭ 그 
것이2> 낭송될 때 부복하고 경배하 
더라 

108.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실로 
주님의 약속이 완성되리요 

109. 그리고 그들은 엎드려 흐느 
끼니 그들의 겸손함이 더하여 지 
더라 

110. 일러가로되 자비로우신 하 
나님께 구원하라 너희가 무슨 이 
룸으로 하나님을 부르던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아름다우니라1> 그대 

106- 1) 부분적，점차적，그리고 단계적으로 꾸란이 계시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배 
| 우고 읽히는데 어려움이 없이 쉼게 암기하고 배우도록 하는데 있다. 

107- 1) 성서의 백성들(아흘루 알키탑) 가운데 꾸란 이전에 계시된 성서들의 진리와 진실올 읽었 
I 던 학자들은 
I 2) 꾸란 
1 

i no-1)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란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한 期개의 이름을 말하며 그것은 다 
I 음과 갈다. 

1) 알라흐만 2) 라힘 3) 말리크 4) 꾸드-쓰 
1 5) 쌀람 6) 무으민 4) 무하이문 8) 아지-즈 
I 9) 잠바-르 10) 무타캅비르 11) 칼-리끄 12) 바-리운 

13) 무싸우와르 14) 갓파-르 15) 카하-르 16) 와하-브 
17) 랏자-끄 18) 과타-호 19) 알림 20) 까-비드 

J 21) 바-씨뜨 22) 카-피트 23) 라-피흐 24) 무잊즈 
I 25) 무질루 26) 싸미-운 27) 바싸르 淡) 하캄 

29) 아들 30) 라띠-프 31) 카비-르 32) 할림 
33) 아짐 34) 가푸-르 35) 샤쿠-르 36) 알리유 

! 37) 카비르 38) 하피-즈 39) 무끼-뜨 40) 하씨-브 
I 41) 잘리-투 42) 카림 43) 라끼-브 44) 무지-브 

45) 와-씨으 46) 하키-므 47) 와두-드 48) 마지-드 
49) 바-히쓰 50) 샤히-드 51) 학끄 52) 와킬-루 
53) 까위유 54) 마탄 55) 왈리유 56) 하미-드 
57) 무호씨 我) 부므디유 59) 무이-드 60) 무히유 
61) 무미-트 放) 하이 63) 까이음 64) 과-지드 
校) 마-지드 66) 와-히드 67) 싸마드 68) 까-디르 

상값^^ 
과切■좌必 $ 

© 핵^ 6⑶齡과홧寒 

창오^혔延突^ 到^5效 

해飯與빵以햇典년요典^ 
다와향빠: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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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배할 때 소리를 높이지 말되 
너무 낮추어도 아니되며 그 사이 
의 중간을 택하라2> 

111. 일러가로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라 그분은 자손도 없 
으며 그분의 동반자도 없노라 그 
분은 또한 어떤 보호자도 필요치 
아니 하시니 그분의 위대함과 영 
광을 찬미하라 

69) 무끄타다르 
73) 아-키르 
T7) 무타알-리 
81) 아푸우이크람 
85) 무끄씨뜨 
89) 무으띠 
93) 누-르 
97) 와-리스 

70) 무까디무 
74) 자-히루 
78) 비루르 
82) 와우프 
86) 자-미우 
90) 마시우 
94) 하-디 
98) 라쉬-드 

©雄，珍ᅤ如^있疾소녕抄 d 

71) 무아키르 72) 아우왈루 
75) 바-띠누 
79) 타와-부 
效) 말-리크 물크 
87) 가니유 
91) 다-르르 
95) 바디-으 
99) 싸부-르 

76) 왈-리유 
80) 문타낌 
84) 주 잘랄와 
88) 무그띠 
92) 나-피으 
96) 바-끼 

선지자 무함마드가 기도할 때，**야! 알라(오 하나님이여!)”, 야 라흐만(자비로우시고 자애 
로우신 분이시여!)이라고 기원할 때 불신자들이 말하길，“무함마드는 유일신으로 기도하라 
후리에게 명령하더니 그는 두 신에게 기원을 하느뇨?”라고 조롱했을 때 본 절이 계시된 
것으로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7권 p.78). 

2)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꾸란을 낭송할 때 목소리를 높여 읽었다. 불신자들이 이것을 듣고 선 
지자와 꾸란을 계시한 분은 조롱하자 본 절이 계시된 것으로「이브누 압바쓰j 는 풀이하고 
있다(알타프씨르 알카비르 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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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110절로 알함두릴라「하나님께 영광과 찬 

미를 드리나이다」로 시작하는「파티하」,「안암」，「카호프」，「싸브아」， 

「파띠르」의 5장 가운데 하나이다.「카흐프」장은 신앙을 같이했던 추 

종자들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그 다음으로는 모세에게 생명 자체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신비의 

스승에 관한 얘기를，세번째 얘기로는 두개의 뿔을 가진 통치자「줄 

까르나인」에 관한 이야기다. 

이 세가지 이야기는 다음의 세가지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진 

리는 많은 재산과 권력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과 신앙에 있으며, 둘째, 

인생은 허무하나 내세의 인생은 영원하고, 셋째，기만하고 오만함은 

「이블리스」가 창조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아담에게 부복하지 않는 것 

과 같다.「카호프」는 동굴이란 뜻으로 그 안에서 신의 기적이 있었으 

므로「카흐프」장이라 불리우게 되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사프와 

트 타파씨르 제8권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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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그분의 종에게 성서를 계시한 
하나님께1》찬미를 드리나니 그안 
에는 일점의 왜곡됨도2> 없노라 

2. 그것은 올바른 진리로 이로하 
여 무서운 벌을 경고하고1> 믿음으 
로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좋은 보 
상이2> 그들의 것이라는 복음을 전 

하노라 

3.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머무 
노라 

4. 하나님께서 아들을 두셨다 말 
하는 이들에게도 경고하노라1> 

5. 그들에게는 그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들의 선조들도 그러했으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슬프 
게도 거짓이노라 

6. 아마도 그대는 그들이 말씀을1〉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피로울 
때가 있으리라 

7. 실로 하나님은 대지위의 모든 
것을 장식으로 두었을 뿐 이는 그 

__n:__:- 

°一身나巧-公 

敎녀 

起抄 效災觸 노쑈匕。成裝 

® 往파마든W必상今그仏其I 

(☆幻쌌乂與 

관此 쑈匕교^^與양 

® K、해성與삼炎必。然3 

빼 u此년聲고임效故及 
©技3 산화1|£山, 

士 U«i 

1-D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모든 인류를 위한 복음으로써 꾸란을 계시하여 준 하나님께 
2) 어휘나 표현 그리고 그 뜻에 있어서도 애매모호한 부분이나 왜곡된 부분 또는 모순된 부만이 
일점 일획도 없는 

2~1) 불신자들에게는 무서운 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2) 좋은 보상이란 물질적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는 최고 희열의 상 
태로 곧 천국을 가르킨다. 

4-1) 하나님을 불신하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를 부정한 불신자들은 물론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정하려 하나님이 자손을 가졌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이다. 

6-1) 꾸란 



들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훌륭한 
가를 시험코자 함이라n 

8. 하나님은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황페한 흙으로 만들 것이라1》 

9. 동굴의 백성들과 그 기록에 
관한 것을 이상히 생각하느뇨 그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예증가운데 
하나라 u 

10. 보라 젊은이들이 동굴로 은 
신하예> 말하길 주여 저회에게 당 
신의 자비를2> 베풀어 주소서 그리 
고 저희가 하는 일을 올바론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라고 하였더라 

11. 하나님은 그들이 듣지 아니 

7- 1》대지위에 있는 금이며 자연이며 동물이며 이 모든 것들은 대지를 장식하기 위해서 두었으 
며 그것은 별들이 하늘을 장식하는 것과 갈다. 대지위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어느 피조물 
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세를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인가를 시험하기 위해서이다. 

8- 1) 본 절은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로하는 것으로 그 뜻은 무함마드로 하여금 현세와 현세의 모 
든 것에 관심과 욕심올 갖지 말 것이며 그 현세는 곧 시험단계에 불과하다는 것과 믿는 사 
람과 믿지 아니한 사람이 있고 또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심판과 부활의 날이 오면 창 
조주께서 그들을 심판하게 됨으로 그들의 불신이 무함마드를 해롭히지 않는다는 것으로 위 
안을 하고 있다(알꾸르뚜비 354/1). 

9- 1) 본 절에서 부터 동굴의 동반자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카흐프」는 동굴이란 뜻이며, r 

라낌」은 동굴에 있었던 동반자들의 이름이 쓰여진 기록올 말한다. 

10-1) Gibbon의 로마 황제의 쇠퇴와 몰락(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이란 책에서 크 
리스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 크리스찬을 박해했던 로마황제 통치시절「에피수스」고올 
에 살고 있던 7명의 젊은 크리스찬이 그 고을을 떠나 근처 산 동굴로 은신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몇세대 또는 몇세기 동안 잠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닫혀 
있던 동굴 문이 파괴되었을 때 젊은이들은 잠에서 깨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들이 전에 
살아 왔던 세계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에 대한 관념이 전혀 없었는데 그들 젊은 
7명 중 한 젊은이가 양식을 구하러 고을로 나갔을 때 비로소 전 세상이 변하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가 입은 옷과 그가 사용하는 언어와 그가 가져간 돈이 다른 세계에 속 
해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고을의 훌륭한 학자가 그 동굴을 방문하여 그 동료 
들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그 이야기를 입중하였다. 그 이야기가 로마제국 전국에 퍼지게 되 
었올 때 기록이 동굴 입구에 붙여진 것으로 추측된다(본장 9절 참조). 이 기록은 에페수스 
(Ephesus) 고을이 소아시아 서안에 잘 알려진 도시가 되면서 수년 동안 있었던 것으로 생 
각할 수 있다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그후 칼리파 와씨끄(Khalifa Wa加q : 842-846 

AD)는 원정대를 보내어 그 장소를 조사 확인하였다고 AdbaUah Yusuf Ali는 해석하고 있 
다(The Glorious Kuran. p.730 Note No. 2233). 

2) 관용과 일용할 양식 

©效‘巧 

© 판교^匕己강^哲 

。必。ᅬ封ᆻ싯 
©대抄 

成여。的故 ii版쇄 ijl次 

첬此&나려나,서I的巧놘 



제 18 장 카흐프 : 12〜15 528 故然■ 

하도록 하여1》수년간 그곳에 있게 
하노라 

12. 그런후 하나님은 그들을 잠 
에서 일깨웠으니 이는 두 무리중” 
어느 무리가 그들이 지체한 수년 
간에 대한 계산에 우월한지 알기 
위함이라 

13. 하나님이 그대에게 진리로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노라1》그들 
은 믿음을 가진 젊은이들이었으니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었노라2》 

14.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 
하게 하였으니1〉그들이 일어나2》 
말하더라 우리의 주님은 천지의 
주님이시니 우리는 결코 그분 외 
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리라 우 
리가 그랬다면 우리는 실로 과장 
된 말을 지꺼렸을 뿐이라3> 

15. 그런데 이 고을의 백성들은 
그분 이외의 다른 신을1> 섬겼더라 
그런데 왜 그들은 분명한 예증을 
대지 못하느뇨2ᅩ 하나님에 대하여 

奎抑與다피必낯桃吸;我接 

疏與效篇흙고과 J성必 

당，起按상때多眼서少^述述 
® i였分)용“(노！多巧。fe정 느 

以호切多切紋以秘錄微 

11- D ᄇ듣지 아니 하도록 하여”란 뜻은 잠들게 하여 모든 세속적인 것을 잊어버리도록 하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2- 1) 41두 무리”는 동굴안에 있는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기 위해 보낸 자들이라고「무자 
히드」는 풀이하고 있다. 

13- 1) 그대 무함마드에게 기적인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중가하거나 축소함이 없이 사실 그대로 
이야기 하니 

2) 그 젊은이들이 동굴 안으로 숨었으나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 
다. 그런후 그들은 그 안에서 잠이들어 동굴 밖에서 무엇이 발생하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 

14- 1) 믿음과 인내와 평안으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했으니 
2) 불신자인 폭군의 왕들 앞에서서 
3) 저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였다면 저희는 진리를 벗어났고 올바른 길에서 벗어 
나 방황하게 되었으리라. 

15- 1) 우상들 
2) 우상올 숭배하는 분명한 예증을 이르도록 할 수 없는 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거짓하고 있 
다는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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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하는 자보다 더 사악한 자가 
누구이뇨 

16. 너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을 숭배하는 그들을 멀리하려 한 
다면1ᅩ 동굴로 가라 주님께서 너희 
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며 너희의 
일이 평안하고 쉼도록 하여 주리 
라 

17. 동굴로부터 오른편으로 기울 
며 뜨는 태양을 보며 서산에 질때 
는 왼편에서 그들로부터 멀리하니 
그들은 동굴속 넓은 곳에 있도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증이라1> 하나 
님이 인도한 자는 좋은 길로 인도 
되나2> 하나님께서 방황케 한자는 
그대가 그를 인도할 보호자를 발 
견치 못하리라 

18. 그들이 자고 있으되 너희에 
게는 그들이 깨어 있는 것처럼 보 
이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돌려 놓았으며 그들의 
개들이 두 다리의 발톱을 뻗치고 
있으매n 너희가 그들을 바라볼 때 
너희는 분명 그들을 피하여 돌아 
설 것이며 그들로 인하여 너희는 
공포로 가득차리라 

19. 하나님이 그들을 잠에서 일 
어나게 하니 그들이 서로 묻더라 
그중 한 사람이 얼마나 체류하였 

巧나，技벴 災必성射犯 
©(호石하々笑!《建;《爲고힘接☆ 

⑯죄多삐 S여 ci色， 
상체次i爲 

회냐띠巧 

셔以체■公빼;^ 

© 년세과必고;美一y;다‘ 

f起⑭교典^3先홧;從i: 솨技 
爲빠。^최i峰식;? 

16- 1) 젊은이들이여!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는 너희 백성을 피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려거든 

17- 1) 태양은 떠오를 때나 질때 동굴안의 믿음이 강한 청년들을 열사로 괴롭히지 아니했으니 이 
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은혜요 자비라. 

2) 동굴속의 젊은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므로 동굴속에서 안전히 피신할 수 있었 
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받아주사(18장 16절) 그들은 이교도들의 박해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 

18-1) 젊은이들을 따라왔던 개가 젊은이들을 보호하고 감시하는 것 같이 동굴입구에서 발을 뻗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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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뇨1》라고 물으니 그들이 대답하 
길 우리는 하루 또는 반나절 정도 
머물렀을 것이라2> 다른 이들은 너 
희 주님만이 너희가 체류한 것을 
알고 계시도다 하더라 너희 가운 
데 한 사람을 이 금전을 가지고 
그 고을로 보내라 그로 하여금 어 
느 것이 가장 깨끗한 음식인지 보 
아 그것으로 양식을 가져오도록 
하되 그로 하여금 예의를 갖게하 
고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너희의 
경우를 알게 해서는 아니 되노라 

20. 그들이 너희에게 나타나 돌 
을 던져 너희를 살해하려 하거나 
그들의 우상 숭배를 강요하리라 
그렇게 하면 너희는 결코 번성치 
못하니라 

21. 이렇듯1ᅭ 하나님은 사람들에 
게 그들의 경우를 알게 하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임과 심판의 날에 관하여 의 
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함이라 그럼에도 백성들은 논쟁함 
이라2> 그들 중의 무리는 그들 위 
에 건물을 지으라 그들 주님께서 
그들을 아시리라 말하니 다른 무 
리는 그곳에 사원을 세워 경배하 
자 하더라 

22_ 어떤 무리가 말하더라 그들 
은 셋인데 네번째가 그들의 개이 

〒ᅡ으냐쇼호요 tS玄仏多交나ᄂ고 
냥느A⑬技以(10代창少《뇬'나^分 소 

® 스ftSix■그J 文나 

炎내체뼈빼；與 
©收■與쏘^;^ a 

巧3技과않심：; 少ᆻ고明 

必기茶 雜 넜있 

‘匕。女:文賊다與^ 성仏 

19-1) 이 동굴안에서 우리가 얼마동안 체류하느뇨? 

2) 그들 젊은이들은 아침에 동굴로 들어갔으며 하나님은 그 날이 끝나는 시각에 그들을 잠에 
서 깨웠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잠에서 깨었을 때 그들은 태양이 서산으로 진 것을 보고서， 
“우리는 하루 동안 이 안에서 체류하였다”라고 하였고, 아직 서산으로 완전히 넘어가지 아 
니한 태양올 보고서 “우리는 하루중의 얼마동안 머물렀다” 말할 뿐 그들이 309년올 체류하 
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8권 
P.10). 

21-1)「이렇듯」이란 동굴속의 백성들을 300년 이상 잠들게 한 후 다시 깨웠듯이 하나님은 죽은 
인간을 다시 부활하실 능력으로 충만하시다는 교훈이다. 

2) 동굴속 젊은이들의 일에 관하여 백성들이 논쟁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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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른 무리가 말하길 다섯인데 
여섯번째가 그들의 개이라 또 되 

^ 는대로 짐작하여 말하길 일곱이며 
; 여덟번째가 그들의 개이라 일러가 
1 로되 나의 주님만이 그들의 숫자 
; 를 가장 잘 아시나니 소수 외에는 
1 잘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 분명한 
1 것올 제외하고는 그에 관해 논쟁 
:; 하지 말며 그들 중 어느 누구에게 
도 그것에 관해 묻지 말라 

고改‘“성요T々도松;雜於匕 

_하%技^^; 

여쌌 화리被 j 

通대分;；在 

23. 분명 내가 내일 그것을 행하 
1 리라 말하지 말며1ᅭ ©版 

1 24. 하나님의 뜻이라 하되 그대 
1 가 잊었을 때는 주님을 염원하라 

내가 바라보니 나의 주님께서 이 
1 것보다 더 가까이 올바른 길로 인 
도하여 주실 것이라 말하라 

MM 

25. 그리하여 그들은 삼백년에 
^ 아홉을 더하여 동굴에서 머물렀더 
1 라】》 

®li녹!“ t포 의성도뇨 j> 서不0[J요j; 

26. 일러가로되 그들이 얼마나 
: 체류하였는가는1ᅭ 하나님 만이 아 
j 시노라 그분은 천지에 있는 모든 
J 것을 아시고 그것을 지켜보시며 
| 듣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분 외에 
^ 는 보호자가 없으며 그분의 영역 

에서 어느 것도 비유될 자 없노라 

t方생도‘싶더 1 식파1지 t너i차 뇨노용 

향i 士 1文부在 

©i'피移ia 姑沙i 

27. 주님께서 계시한 말씀을 낭 
! 송하라 어느 누구도 그분의 말씀 
i 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분 외에는 

어떤 안식처도 발견치 못하리라 

넓一物쇄샜1故《 ; 

! 23-1) 동굴에 있었던 젊은이들에 관한 질문을 받은 선지자 무함마드는 ᅳ내일 여러분들에게 대답 
하여 주리라”고 대답하였으나 그에 관한 계시는 15일간이나 지연되었다. 그 이유로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크타싸르 41^2). ■ 

월 法-1) 309년을 잠자는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 ^ 
| 26-1) 그들이 동굴안에서 체류한 정확한 기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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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그러므로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께 강구하는 자들과1ᅮ 그대의 
영혼을 같이하되 아름다운 현세의 
삶을 원하여 그대의 눈이 그들을 
간과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하나 
님을 염원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구만을 추구하는 자를 따르지 
말라 그의 경우는 모든 범주를 벗 
어난 것이라 

29. 일러가로되 진리가 하나님으 
로부터 이르렀으니 원하는 자로 
하여금 믿게 할 것이요 그렇지 아 
니한 자 불신토록 두라 하나님은 
그 불신자들을 위하여 연기와 화 
염이 에워 싸는 불지옥을 준비하 
였노라 또한 그들이 물을 구하나 
그들의 얼굴을 태울 녹은 황동불같 
은 물이 부어지리니 그 음료수와 
거주지는 저주스러운 것이라 

30.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한 
그에게는 실로 하나님은 보상이 
헛되지 않게 하리라 

31. 그리하여 에덴의 천국이 그 
들의 것이 되리니 그들 밑에는 강 
들이 흐르며 그들은 그안에서 금 
팔찌로 장식을 하고1> 섬세하고 초 
록색 실크와 능라로 몸을 두르고서 
높은 권자에 기대도다 얼마나 큰 
보상이며 얼마나 안락한 곳이뇨 

。必 W及'^ (■端^ 

!災내冬며; 炎^i 폐 

松벼。雄如以 起」必i 
©、도유상화 ᄋ②삭，우과，과占고닉뇨 

技^ &逆;박，及抵抄必 

知■민—，교，쓰때 

^>일應다교볏々 

《多냇회녜 I싫“ I多나 t얘♦ 이 
c、하，，，_，세 

©!火#아;广니 

士‘)」々다고‘그수;찾‘좌갑 
니^^ 

(玉拜스《三*Uu 고AI仏크 
빼고와，;^封 

我-1) 아침이나 저녁 및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가난한 무슬림과 연약한 무슬 
림들. 꾸라이쉬 부족의 지도자들이 선지자 무함마드와 회합을 같이하였을 때 이들 부족장 
들이 요구하길,44우리가 그대 무함마드를 믿도록 원한다면 그대와 같이 있는 가난한『빌랄j 

과「카으브」및「수하이브」등 그밖의 사람들을 추방하라 실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하고 싶지않으므로 그들에게 따로 시간을 내어 그들과 회합을 가지시요”라고 말했을 
때 계시된 절로 전하여지고 있다(알타프씨르 알카비르 115/21). 

31-1) 천국의 백성들은 그의 손에 다음 3가지 팔찌를 끼게되니 그것은 금팔찌，은 그리고 진주로 
만들어진 팔찌라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샤프와트 타파씨르 제8권 p.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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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두 사람의 이야기를1> 그들에 
게2> 일러주라 하셨거늘 한사람에 
게3> 포도밭의 두 정원을 주어 종 
려나무로 에워 쌓고 그 가운데는 
경작지로 하였노라 

33. 그 두정원은 열매로 풍성하 
고 ol•무 것도 부족됨이 없었으며 
하나님은 그 사이에 강이 흐르도 
록 하셨노라 

34. 그리하여 그는1》많은 수확을 
하게 되었더라 이때 그가 그의 동 
료에게2> 논쟁하여 말하길 내가 너 
보다 부유하니 사람 가운데 존경 
함이 더하고 힘이 더하니라 하였 
더라3) 

35. 그는 스스로를 욕되게 하면 
서 과수원으로 들어가 이것은 결 
코 멸망하지 아니 하리라1> 하더라 

36. 심판의 날이 오리라 생각지 
아니하며 만일 내가 나의 주님께 
로 환원된다 할지라도 나는 분명 
안식처로써 이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리라 

흙여比니逆3故^ 

©G以때典與逆 나% 

벼려;，에의피， 

대안요u오其 

⑶ᄃ，‘I。및고紀“將 

6⑶逆고 대么떠_始 
회效與 

32-1) 두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의 두 형제로 한 형제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었고 다른 형제는 불 
신자였다. 불신자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두 과수원을 구입하였고 믿음을 가진 형 
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상속받은 재산 모두를 사용하였다. 이때 불신자 형제는 믿음을 가진 
가난한 형제를 비난하였다. 이때 하나님게서는 불신자 형제의 재산 모두를 멸망케 하였다는 
이야기라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2) 가난한 사람들을 추방하라고 그대에게 요구했던 불신자들에게 
3) 믿음을 갖지 아니한 불신자 형제 

34- 1) 불신자 형제 
2) 믿음을 가진 형제 
3)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 형제가 있었는데 한 형제는 믿음이 강하였고 한 형제는 신앙을 거 
역한 불신자였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불신자는 두 과수원을 구입하였고 믿는 형 
제는 하나님의 사업으로 사용하여 가난하게 되자 불신자 형제는 믿음이 강한 형제를 비난 
하였으며 또한 그가 가진 것으로 거만해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그러자 하나님은 불신 

자 형제의 재산을 멸망케 하여 비유하고 있다. 

35- 1) 불신자는 믿음이 강한 그의 형제 손을 잡고 과수원으로 데리고 가 그 정원을 구경케하고 과 
수와 열매와 그 안에 흐르는 강물을 보여주며 이 과수원은 영원히 멸망치 않으리라고 자만 

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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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이때 그의 형제가 대항하여 
말하더라” 흙에서 너를 창조한 후 
정액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도록 

S 하여 주신 그분을 불신하느뇨 
©5仏Si쇼^크 5그起신次숏낙 노고요 강 

38.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 주님이시니 나는 주님께 어느 무 
| 엇도 비유하지 않노라 

©的뱐J1 겨향冬接必起 

39. 네가 너의 과수원에 들어갔 
을 때 내가 너보다 가난하고 네가 

재산과 자손으로 나보다 강함을 
보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 
라 하나님 외에는 권능이 없다고 
말하지 아니 하였더뇨u 

與鄭多/物技니꾜엑고域첬 
@빼犯 

40. 아마 나의 주님께서는 나에 
게 너의 과수원보다 더 좋은 것올 
주실 것이며 너의 과수원에는 하 
늘로부터 우뢰를1ᅵ 보내어 광활한 
불모지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 

以욕과쇄께니 
센潮。必%承棟다數 

41. 그곳의 물이 땅속으로 스며 
흘러버리나 너는 결코 그것을 발 

| 견치 못하리라 

® 따;以과始t 起都 

42. 그리하여 그의 과수원은 몰 
락하였으니 그는 그안에 소비한 
것에 관하여 그의 손을 비벼꼬나 
그때는 포도의 시렁이 망한 때이 

5 라 이때 나는 내주님 한분 외에 

味拜 C 乂雜必쑈 
생始^^必% 

_次技낢必 : 

37-1)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재산을 사용하여 버린 가난한 형제가 대답하여 말하길. 

39 1》Abdullah Yusuf Ali는 불신자에 대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대답을 다음 다섯가지로 보고 
있다. 
① 하나님을 부인하는 오만한 인간을 충고하고 

1 ② 하나님 한분 외에는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그분은 항상 선이라는 것을 그의 
영적 체험으로써 말하고 

③ 하나님의 선물을 향락하는 더 좋온 방법은 은혜를 베풀어 준 그 분께 감사하는 것임을 
제시하고 

I ④ 하나님과의 거래에서 기쁨과 만족을 표현하고 
| ⑤ 오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j 

40-1) 후쓰바나 : 천둥，벼락 및 우뢰둥의 뜻이나 본절의 일반적 개념은 모든 종류의 응벌을 가리 ! 
| 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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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신을 믿지 아니했어야 했었 
1 는데 라고 말하리라 ' 3 

43. 하나님 외에도 그를 도와줄 
무리가 없었고 또한 스스로를 보 
호할 수도 없었노라 

^ ‘상;시가 

44. 이런 때의 보호는 하나님밖 
엔 없나니 그분은 보상을 주시는 

； 최선자이시며 벌을 내리시는 최고 
자이 시라 

©■笑 

45. 현세의 생활을 비유하여 그 
들에게 말하라 하셨거늘 그것도 
마치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니 대지의 식물들이 흡수하나 
초목은 시들어져 바람이 그것을 
날려 버리는 것과 흡사하거늘 실 
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 
하심이라 

해於다如녀IcS쏜셌知比 ； 

객。피유 

接多少以以《냉나i技u冷 
®\j^h 

46. 재물과 자손은 현세의 장식 
에 불과하나 선행으로1ᅭ 주님으로 

1 부터 가장 좋은 보상과 가장 좋은 
소망을 가질 것이라 

점、;1않땅◎端느系 

& 

47. 하나님이 산들을 움직이는 
날 그대는 노출되어진 대지를 보 
리라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불러 
모을 것이며 그들 가운데 아무도 
남겨 두지 아니 하리라1ᅭ 

必고호域必및? 니했裝起S 
急d次스起與 

46- 1) 알바끼야트 알살리하트 : 선행은 그 결과가 영원히 남는다는 뜻으로「무함마드 알리 알싸부 
J 니ᅪ 교수는 풀이하고 있다. 한편「이브누 압바스」는 다섯 차례의 의무예배와 좋은 언행과 

행위는 내세를 위하여 남는다고 덧붙이고 있다. 한편 “스부하날라(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 
1 소서), 알함두릴라<모든 영광올 하나님께 드리며)，알라후 아크바르(하나님은 가장 위대하 
J 시며)，라 하울라 왈라 꾸와 일라 빌라히 알알리유 알아짐(가장 높이 계시며 가장 위대한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힘도 그리고 권능도 없느니라)”라고 보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1 
저B권 p.18). "i 

47- 1) 현세의 생활은 덧없는 것으로 그 생이 끝나는 것은 오늘도 될 수 있으며 내일도 될 수 있는 
유한한 것이다. 그의 생애가 끝날때 그가 소유한 재물국 자손도 그에게는 필요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 그것은 곧 하늘에서 내린 비로 자라난 잡초가 뜨거운 태양볕으로 시들어져 말 
라버리니 바람이 불어 가버린 것과 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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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그리하여 그들은 주님 앞에 
줄지어 서서1> 하나님이 너희를 최 
초에 창조했던 것처럼 너희는2> 노 
출된대로 하나님에게 오니라 너희 
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느뇨 

文교여의:^冬在 

49. 행위의 기록이 제시될 때 이 
기록이 도대체 무엇이뇨 작은 일 
도 큰 일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전 
부다 기록되어 있으니 라고 기록 
된 것이 두려워 말하는 죄인들을 
그대가 보게 되리라 이때 그들은 
그들이 행하였던 모든 것을 그곳 
에서 발견하리니 실로 주님은 어 
느 누구에게도 부당하게 대하시지 
아니 하노라 

농느소“多幻, C피수슝=낸 나占; 

‘빠 d匕며心빠 

®i 셔⑥仏힛收대녀 

50.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 
여 아담에게 부복1> 하라 하였을 
때 그들은 부복하였으나 이블리스 
는 그렇게 아니 했더라 그는 영마 
의2> 부류로써 주님의 명령을 거역 
한 자라 그런데 너희는 나 아닌 
그와 그의 자손을3》보호자로 삼느 
뇨 그들은 너희의 적이니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죄인들에게 
재앙이 있으리라 

51. 내가 천지를 창조함에 그들 
을 부르지 아니했으며 그들 자신 
들을 창조함에도 그랬으니 나는 
유혹하는 그들의 도움을 필요치 
아니 하노라 

g 여;겠 

按一起。^t巡獻 
本起。_법;敬죄r 

必 公。소少 

이고최，:冷성u父^ 

48-1) 예배를 근행할 때 줄지어 서는 것처럼 각 움마(공동체》는 줄지어 서게 된다고 r무까틸j 은 
말하고 있다(알꾸르뚜비 417/1이. 

2) 불신자들 

50-1) 1■쑤즈드」는 엎드려 경배한다는 뜻이나 여기서는 천사가 아담에게 경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사”(타히야)하고 존경(타크림)하라는 뜻이다. 

2) 제6장 내0절 및 그의 해설 참조 
3) 그와 그의 자손은 사탄과 그의 유혹에 빠져 사탄의 길을 걷는 모든 무리를 의미한다. 

却，致^^，■명賊■，安通!^^^^，■活■忠M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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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어느 날 그분의 말씀이 있으 
| 리니1> 나에 비유한 너희가 주장한 

나의 동반자들을 부르라 그리하여 
3 그들이 부르더라 그러나 그것들은 
1 대답을 하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 
j 은 그들 사이에 지옥을와 두리라 

와쇼次2 (跡그燃!또故:策 
©⑭篇^;^따 ； 

53. 그리하여 죄인들은 불지옥을 
볼 것이며 그들이 그안에 떨어지 

ᅴ 게 됨을 알게 되나 그들은 결코 
1 피할 길을 찾지 못하노라 

54.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꾸 
란속에 모든 비유를 두사 인간은 
거의 모든 일에 말이 많더라 

⑨걋。。劉 낙與此빠교 
@5혀^松細路 ! 

55. 복음이 도래하여 그들이 주 
님께 회개할 때가 되었노라 무엇 
이 인간으로 하여금 믿음을 방해 

| 하느뇨 그들 선조들의 선례가 그 
1 들에게 일어나거나 재앙이 그들에 
1 게 오리라 

1;과:써必足차此앞劍;三心 
i述凶公成ItiL그左抵y짯섰: ； 

\ 

56.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음 
은1ᅩ 복음을 전달하고 경고하여 허 
위로 진리를 거짓하는 불신자들에 
게 대항하기 위해서라2) 그들은 나 
의 말씀과3> 그들에게 경고한 것들 

i 을 조롱하였노라 

技^能數려여 S 
!爲^나；삐 ■ : 

57. 주님의 징표를 알면서도 그 
I 것을 거역하고 그의 손이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자 보다 사악 빠화故과雄^起 : 

I 班-1) 불신자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라. “너희가 주장한 대로 나 하나님의 벌을 제지하고 너희들을 
3 구제하여 줄 우상들에게 구원하여 보라” ! 

2) “마우비끄”는 사탄에 유혹되어 우상올 숭배하는 자들과 그 우상들을 분리시켜 놓는다는 뜻 
1 으로 지옥올 의미한다. 1 

1 我-1) 선지자들을 보낸 것은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달하고 믿음을 거역한 불신 
5 자들에게는 경고를 하기 위해 보냈으되 그들을 멸망케 하기 위해 보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_ 

2) 백성중에서 선지자를 선택한 창조주의 목적은 믿음을 가진 백성들에게는 천국의 소식을 전 
I 하고 믿음을 거역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지옥이 그들의 거주지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이다. 1 
1 3) 꾸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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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 누구이뇨 그리하여 하나님 
은 그들의 마음을 봉하니 이해하 
지 못하고 그들의 귀를 막으니 듣 
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그대가 그 
들을 복음으로 인도한다 하여도 
그들은 결코 바른 길을 따르지 않 
을 것이라 

58. 그대의 주님은 관대하시고 
자비로우시되 그들이 얻은 것에 
벌을 내리려 하실 때 그분은 서둘 
러 그들을 벌하시니 그들은 그분 
외에 피난처를 발견할 수 없는 때 
를 맞이할 것이라 

59. 그 고을을 보라1ᅮ 그들이 죄 
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 
을 멸망시켰으며 그들을 멸망케 
할 시간을 정하셨노라 

60. 모세가 그의 추종자에게1> 두 
바다가 만나는 교차점에2ᅩ 이를 때 
까지 멈추지 아니 할 것이며 수년 
이라도 계속하리라 말하더라$ 

61. 그리하여 두 사■람이1) 교차점 

59-1) 지난 세대 즉 후드백성，살레, 롯，슈와이브 백성들이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다는 소 
식을 전함으로서 메카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於-1》r유샤 이븐 눈」이라는 그분의 젊은 시종에게 
2) 홍해의 두 줄기가 만나는 곳，예를 들어 r아까바」와 r수에즈」만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것 
이 시나이 반도를 에워싸고 있으며 그곳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수십년간을 방황하면 
서 보낸 곳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의 교차점 즉 모세와 키드르(khidhr) 두 사람이 만나 
게 되어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풀이 되기도 한다. 

3)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r카흐프」장에 나오는 세번째 이야기로 다음 몇가지를 암시하고 있다. 
첫째，모세는 애굽에 대한 거의 모든 지식을 탐구하였으나 그 지식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는 없었다. 그것은 현대의 지식이 과학이나 예술 그리고 문학에서 모든 지식을 망라 
하지 못하는 것과 갈다. 모세는 선지자적 신성한 임무를 받았음에도 그의 지식은 완 
전치 못하였다. 

둘째，시대의 흐름과 함께 지식은 꾸준히 그리고 계속적으로 배우고 탐구되어야 하며，이에 
모세는 그의 모범을 보이고 있파 

셋째，그가 만난 신비의 남자{제18장 校절)-하디쓰에 의하면 키드르(Khklr : 푸른) 라고 하 
는 그 신비의 남자는 예언자가 아니라 성실한 하나님의 한 종으로 이해되고 있다〈사 
프와트 타파씨르 제8권 p.22). 

^61^^ 致^^。 

G 니김ᄄ〔犯淑셌 6뱐 

(뼈;화述빼 

꿰?ST射 多값5더…必3供드 
©後^고 

.沒묘吹其與其. 浴:松與 

61-1) 모세와 젊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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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달했을 때 그들이 물고기를 
망각하는자 물고기는 재빠르게 바 
다속으로 사라졌노라2》 

62. 그들이 그곳을1》지났을 때2》 
모세가 그의 추종자에게 조반을 
가져오라 우리가 여행으로 피곤하 
니라 

63. 이때 그가1》말하였더라 우리 
가 반석위로 은신했을 때 제가 그 
물고기를 잊었던 일을 생각합니까 
사탄이 저로 하여금 당신께 상기 
시킴을 망각케하여 그 물고기는 
신비스럽게 바다속으로 들어가 버 
렸습니다. 

64. 이에 그가” 말하길 그곳이 
바로 우리가 찾던 곳이라 그리고 
그 둘은 그들이 왔던 길로 되돌아 
갔더라 

65.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 
풀어 주고 지식을1ᅭ 가르쳐 준 한 
종을2> 발견했노라 

66. 그리하여 모세가 그에게 이 
르길 당신의 지식을 배우기 위하 

y伴^〒公■■存^며대^—肝여y行^께p대門^ 

與士域:S將쇼돼더〔■이있 

성^※換 떼 ajfeiii 혹5{射 
다폐해 

©難勢 a 

©匕立 화 5이炎炎⑤업때정 

仏J 一 “爲행ᄂ최5 

2) 모세와 그의 추종자가 두 바다의 교차점에 이르렀을 때 추종자「유시우j 는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망각하고 모세에게 전하지 못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 
금 큰 바스켓에 물고기를 가져가되 그 물고기를 잃어 버 린 그 장소에서 모세가 알지 못하는 
지식을 그에게 가르쳐 줄 신비의 스승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한 것으로 전하 
여 지고 있다. 

改-1) 만나기로 약속된 두 바다가 교차한 점에. 

2) 그들은 밤새 보행하고 대낮에도 보행하였다고 풀이되고 있다. 

63- 1) 추종자「유사으 이븐 눈j 

64- 1) 모세 

效-1)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전달된 신비한 지식으로『알일무 알라둔니」라 하며 이 지식은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풀이되고 있다. 

2) 물고기를 잊어 그 물고기가 물속으로 들어간 그곳에서 키드르를 만났는데 이때 그는 땅에 
누워 있었다고 전하여지고 있다. 

沒^^裝雜M8鶴M四圖隨^^■繼—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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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1ᅮ 제가 당신을 따라 가도 되겠 
습니까 라고 하니 

67. 그가1ᅩ 대답하였더라 당신은 
나와 함께 인내하지 못할 것이요 

68.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어 
떻게 인내하리요 라고 하니 

69. 그가1}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 
내하고 내가 당신을 거역하지 아 
니함을 알게 되리요 

70. 그가1> 당신이 저를 따르겠다 
면 제가 당신께 설명할 때 까지 
아무것도 묻지 마시요 라고 하더 
라 

71. 그리하여 그들 둘은 출발한 
후 얼마 후에 배에 올랐더라n 그 
런데 그는2ᅩ 배에 구멍을 뚫었으니 
그가3》이르되 당신은 그 배와 동 
료들을 익사하도록 하려 함이뇨4ᄆ 
실로 당신은 이상한 일을 하도다 

72. 그는]> 대답하여 당신은 나와 
함께 인내 할 수 없을 것이라 말 
하지 아니했소 라고 하매 

©I대여 

© I함 나왕섰다多文—후; 

© 少 f교도최9표匕心냐^。哲 

요너參^士쑈攻}◎技내射 
©炎^교 

I沒때 錄i敎往뺐姑쒸班炎 
©대엄육沒방此1與 

66- 1)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여한 지식을 배우기 위하여 

67- 1) 키드르 

於-1) 모세 

70- 1) 키드르 

71- 1) 모세와 키드르가 바닷가를 거닐고 있을 때 배 한척이 있었는데 그 배의 주인은 키드르를 알 
고서 그 둘을 배에 태웠다. 

2) 키드르 
3) 모세 
4) 배에 구멍을 뚫은 키드르를 본 모세는 그의 옷으로 뚫인 구멍을 막고서 키드르에게 “요금도 
받지 아니하고 우리를 태워 주었는데 의도적으로 배에 구멍올 내어 사람들을 익사케 하려 
한단 말이요 실로 당신은 비난 받을 일을 하였소”라고 말하였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8권 
P.23). 

72-1) 키드르 



제 18장 카흐프 : 73-77 541 

73. 그가” 말하였더라 제가 잊었 

습니다 나무라지 마옵소서 그리고 
저의 잘못으로 저를 힘들게 마소 

서 

과 換炎！; (빠:J;써多요315 
@!5在 

74. 그런 후 그들 둘이는 계속하 

여 가다가 한 소년을 만났는데 그 
가1》그를 살해하였더라 이때 그가 

2, 말하길 당신은 죄없는 사람을 
살해하였으니 실로 당신은 사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75. 그가” 대답하길 당신은 나와 

함께 인내할 수 없을 것이라 말하 
지 아니했소 라고 하매 

@1대려삐배^^ 

76. 모세가 이르되 만일 제가 이 
후에도 어떤 것에 관하여 당신께 

묻는다면 저를 데리고 가지 마시 

요 저는 당신께 변명할 여지가 없 

습니다 하였더라 

77. 그리하여 두 사람은 여행을 

계속 하는 중 한 마을에 이르러 
주민에게 먹을 것을 구하나 그들 
은 그 두 사람을 손님으로 접대하 

기를 거절하더라 둘은 막 넘어질 
려는 담을 보고 키드르가 그것을 

고쳐세우니1ᄉ 모세가 이르길2ᅮ 당 

신이 원했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그것에 대한 보상을3} 받았을 것이 

요 하니 

藏必發면跡 

최 썽必^裝路홧述寒 

73- 1) 모세 

74- 1) 키드르 
2) 모세 

75- 1) 키드르 

77-1) 무너지려는 담을 무너뜨리고 키드르와 모세 둘이서 다시 세웠다고「이브누 압바쓰」에 의해 
전하여지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8권 p.24). 

2) 모세는「키드르」가 본 것에 관하여 질문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모세는 인내하지 못하여 세 
번째 질문을 하였다. 

3) 담을 다시 세워준 것에 대한 보상 



78. 그가15 대답하길 이제 당신과 
제가 헤어질 시기요 그러므로 제 
가 당신이 인내할 수 없었던 것을 
해명하여 주리요 

79. 그 배로 말하자면 그것은 바 
다에서 일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소유이거늘 제가 그 배에 구멍을 
내려했던 것은 그들 뒤에는 모든 
배들을 강제로 빼앗는 한 왕이 있 
었기 때문이었으며 

80. 그 소년으로 말하자면" 그의 
부모는 믿는 사람들이었으니 우리 
는 그가2》그들에게3》거역하고 하 
나님께 불신하지 않을까 두려워 
했기에 

81. 우리는 그들을1> 위해 주님께 
서 그의 자리에 그보다 순수하고 
자비가 많은 자로 대체하길 원했 
기 때문이며 

82. 그 담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그 고을 두 고아의 소년의 것이었 
는데 그 밑에는 그 둘을 위한 보 
물이 있었으니 그의 아버지는 의 
로운 분이었기에 주님께서 그들이 
성년에 이를 때 주님의 은혜로 그 
보물을 꺼내도록 원하섰음이요 이 
것이 당신께서 인내할 수 없었던 
일의1> 해명이요 하더라 

삐^^^絲^j 여느^ 
©히그※ 

상我 改^1個 
복;ᄂ仏按《yg 

_ 여회必^難 
©，(與 

©狀쟌H 秘次■四나S!賊S 

6客;》“그 뇨스과6 技찬그4、法匕 
改^ 된 S 靜쌨次逆^^ᄄ합 
從版 染G업後松己:犯浪 

©P#松i빼 

78-1) 키드르 

粉-1) 내가 살해한 그 소년은 오만한 불신자였다. 하디스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키드르 
가 살해한 그 소년은 불신자로 그가 살아 있었다 하더라도 그는 부모를 괴롭히고 부모의 
말씀에 거역할 불신자였을 것이라”(무슬림이 전함) 

2) 그 소년 
3) 그 소년의 부모 

81- 1) 그 소년의 부모 

82- 1) 배에 구멍을 내고 소년을 살해하고 무너질려는 벽을 일으켜 세운 세가지에 관하여 당신(모 
서】)에게 이야기 하지 아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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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그들이1》그대에게 줄까르나 
인2ᅭ 왕에 관하여 질문하리니 일러 
가로되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에 
관하여 이야기 하리라 

84. 실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상 
에 정립케 하사시 모든 것에 이르 
는 방법을 그에게 부여하였노라 

85. 그리하여 그는 그길을 따랐 
으니 

86. 그가 태양이 지는 곳에 이르 
렀을 때 그는 그것이 검은 바다로1》 
지는 것을 발견하고 또 그 주변에 
서 한 무리의 백성을 발견했을 때 
줄까르나인이여 그들을 벌하거나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너 
의 권한이요 라고 우리가 말하였 
더니 

냥炎4성. 쑈逆화신》최起 

0 仏양 l鼓^^人^ 

if휀必셋II起成 光^고心S 

’© 狀故넜김段必其 

公7. 그가” 대답하길 사악한 자에 

83- 1) 유대인이 선지자 무함마드에게「줄까르나인ᅬ 에 관하여 질문올 했을 때 본 절이 계시된 것 
으로「꾸타다」는 보고 있다(아쓰바브 알누줄 172). 

2) 문자 그대로 u두개의 뿔을 가진 자”란 뜻으로 두 뿔을 가진 왕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 
과연 그는 누구인가? 어느 시대의 인물이었으며 어느 곳에서 살았는가? 

꾸란에서도 그에 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그를 비유의 한 인물로 생각한다면 그가 누 
구인지를 알아낼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줄까르나인」을「알렉산더 
대왕」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견해로써는 고대 페르시아의 한 왕이거나 또는 선사시대 이 
전 히마리트 왕으로 보기 도 한다.「줄까르나인」은 가장 강력 한 왕 중에 한 왕이 었으나 그것 
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안에 있었던 것이다. 

신은 그에게 힘을 주었고 위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주었다. 그리하여 그는 
동서의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는 약자를 보호했고 사악한 이 
들에게는 벌을 주었다고 Abdullah Yusuf Alfe 풀이하고 있다(The Glorious Kuran p.753 

Note No.2428). 

84- 1) 창조주의 섭리에 따라 그(줄까르나인)을 지상의 왕으로 하여 지상을 다스리도록 하였는데 
그 기간은 예수와 무함마드 두 선지자 사이라고 전하여 지고 있다. 지상을 통치한 네 무리 
가 있었는데 신자들이 통치한 시기와 불신자들이 지배한 시대로 f솔로몬」과「줄까르나인j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통치자독「니므로드」와「바크탄시르」가 불신자들의 통치자였던 
것으로 전하여 오고 있다(알바흐르 157/6). 

86- 1) 아인 하미아 : “아인”은 우물，샘, “하미아”는 검은 진흙이란 뜻으로 “아인 하미아”는 검은 
흙탕물의 샘이라는 언어적 의미로 해석 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뜻은 검게 보이는 깊은 바 
다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알타프씨르 알카비르 166/21) 

87- 1) 줄까르나인 

，腸 ■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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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그들이 말하길 줄까리나인이 
여 고그와 마고그1》부족이 이 땅 
을 해치고 있습니다 당신께 재물 
올 드리오니 저희와 그들 사이를 
요새로 보호하여 주소서 라고 구 
원하더^2ᅮ 

95. 이때 그가 말하길 주께서 내 
게 주신 힘은 재물보다 더 훌륭하 
도다 그러므로 힘으로1ᄉ 도우라 내 
가 너희들과 그들 사이에 방벽을 
만들어 주리라 

96. 내게 쇠붙이를 가져오라 그 
때 그는 두 산의 계곡사이를 메꾸 
니 풀무질을 하라고 하더라 그때 
그것이 빨갛게 달구어지니 그 위 
에 부을 수 있도록 녹은 구리를 
가져오라 하더라 

97. 그래서 그들은1> 등성이에 오 
르지도 못하고 그곳을 파헤치지도 
못하더라 

98. 그가말하길 이것이 내 주 
님의 자비시라 주님의 약속이 임 
하였을 때는 그것을 먼지로 만들 
어버리니 주님의 약속은 진리라 

99. 그날 하나님은 그들 서로가 
파도와 같이 서로 격돌시킬 것이 

《V:조리'쇼4!갗活 
타:修I때與<교i砂 

起: ^餘棟起均沒# 대 

1與以죄!!化;明貧나:。逆0회 
츈與必넸檢그必강多 

德빼쑈延與分삶S 쑈 3S 

JMiX ⑷。多?技分起※策策多; 

94-1)「야으주즈」와「마으주즈」부족이 아담의 자손이라는 사실 외에는 정확히 알 수없으나 이 
부족의 일부는 키가 너무 크고 그 일부는 키가 너무 작은 백성들로 살인과 약탈 그리고 도 
적을 일삼아 해악을 많이 끼쳤던 부족들이었다고 풀이하는 학자도 있다. 

2) 정복자 대왕은 지금 서로 말이 다르고 민족이 다른 한 백성에 이르렀다. 이들 원주민들은 
금속을 만들고 그것으로 벽돌을 만들며 파이프등을 만드는 일에 능숙한 백성들이었다. 이 
것으로 미투어 보아 그들은 평화롭게 살며 근면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나 한편으로 
는 r야으주즈」나「마으주즈」같은 살인적이며 약탈적인 부족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95-1) 노동으로 

97-1)「야으주즈」와「마으주즈; 두 부족 

殺-1) 줄까르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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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트럼펫이 울리면1》하나님은 그 
들을 다시 모이게 하리라2> 

100. 그때 그날 하나님은 불신자 
들에게 지옥을 보여주리라 

客本J《ᄌ도公言巧 

101. 이때 그들의1》눈들은 가리 
워져 나를 염원하지 못하고 듣지 
도 못하노라 

接宅Tjj※그各입※S方i 
폐其때 

102. 불신자들은 내가 아닌 나의 
종을 구원자로 취하려 생각하느뇨n 

실로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주거지 
로써 지옥을 마련하였노라 

士 i 心 ⑷i힘학5넜'‘새 
©있松^ 

103. 일러가로되 하나님이 너희 
에게 그들의 행위로 손실이 가장 

j 큰 자를 일러주리요 

104. 이들은 그들의 하는 일이 
! 선행이라 생각하면서1> 현세의 삶 

에만 노력하도다 

藏쌌松身 d 誤:必— 
效호고多f 

105. 그들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 
과의 만남을 부정하는 자들이니1ᅭ 
그들의 일들은 무위로 끝날 것이 
며 심판의 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도 두지 않으리라 

고一^장“多⑷e닷系도々 김고 
©能럼니必 

106. 그것이 그들올 위한 지옥의 

1 99-1) 두번째 나팔 
1 2)「줄까르나인」에 관한 이야기 는 98절에서 끝나고 본절에서 부터는 심판의 날과 부활의 날 

에 있을 무서움에 관한 말씀이 계시되고 있다. 

5 101-D 불신자들 

102-1) 본절의 함자는 비난과 힐책하는 철자로 나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들，아지트，마리아의 아 
들 예수둥을 신으로 숭배하려 하느뇨? 그들이 나 하나님의 벌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 

1 뇨? 

104-1) 이들은 목사 및 승려들로 그들의 신앙이 그들에게 유용하리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종이나 
피조물을 숭배하는 이들로 창조주 아닌 피조물을 숭배하는 신앙욘 수락되지 아니한다고 

1 「다하크」는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8권 p.31). 

105-1) 꾸란과 부활을 거역하는 불신자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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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라 이는 믿음을 거역하고 
나의 말씀과 나의 선지자들을 조 
롱하였기 때문이라 

107.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하 
는 이들은 가장 높은 천국을1》가 
질 것이라 

108. 그리하여 그곳에서 영생하 
니 그들은 아무런 변화를 바라지 
않노라 

109. 일러가로되 바다가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한 잉크1>라 한 
다해도 주님의 말씀이 다하기 전 
에 그 바다는 말라 버릴 것이며 
만일 하나님이 바다 하나를 더한 
다 하여도 그러하리라 

110. 일러가로되 실로 나는 너희 
들과 똑같은 한 인간이나 단지 신 
은 단 한분 뿐이라는 계시가 내게 
내렸을 뿐 주님을 만나고자 원하 
는 자는 선을 행하고 주님을 경배 
할 때에는 어느 무엇과도 비유하 
지 말라 하셨느니라 

公4?아么낭나용상 I 냥수) 외) 교호t 

◎빠逆效^必 

符必® 峰起나與的와炎i多 
0 心옳多넘화5요起 

於私학必1해!起效繫9%것 

최과》路福썻및始勢寒%約藏 

107-1) 천국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천국으로 그것은 피르다우스이다. 

109-1) 지상에 있는 바다를 잉크에 비유하여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기적들을 기록한 
다 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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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에서 계시된 98절로 창조주의 존재와 유일성 그리고 부활과 심 

판 등 신앙에 대한 기본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r자카리야」가 속세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할 한 상속인을 갖고 

자 갈망하자 요한<야히야)이 그에게 주어졌고(1 ᅳ5절)，예수의 어머니 

마리oK마르암)는 사람들로부터 중상 모략을 받았으나 예수는 어머니 

를 위로하였으며(제 16ᅳ40절)，아브라함은 그의 백성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으나 그의 두터운 신앙으로 그들을 물러가게 하니 더욱 축복을 

받았고，이스마엘은 그의 가족을 신앙으로 양육하였으며，이드리스는 

그의 높은 지위에서 경건하고 진실하였다{제 41〜效절). 그러므로 인 

간은 내세를 불신해서는 아니되며, 위선적인 사고방식으로 창조주를 
욕되게 해서도 아니 된다는 교훈이 66절부터 98절 사이에서 언급되고 

있 다. 

본장이 마리OK마르양)로 불리워지게 된 것은 요람에서 예수로 하 

여금 말을 하도록 한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일어났던 기적고ᅡ, 아버지 

없이도 창조주의 뜻에 따라 처녀의 몸으로 예수를 낳은 마리아의 이 
름을 따라「마리아」장이라 불리우게 된 것으로 본다〈사프와트 타파씨 

르 제8권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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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장 

자비로우시고 자식!로우신 

^나님의 이름으로 

1. 카프 하 야 아인 솨드시 

2. 이것은 그대 주님의 종 자•카■ 
리아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관한 
언급이 라1> 

»tr.：：：..-..：..： ..：：.： .bl：：：^：^.. ^3： kS翼:.y.一::'.，:，-:H8Q&-느-노 : 

:乂:丄:주—，:... • ：；•； 
；：；.：.；：.:.：： :::. ..；；.：：：...；L.：；..*;：r^^：：*rpVI^;*^£r;:Jt：r：；: 

o소%찾나巧M山 

必과 

務分뼈와：炎 

3. 보라 그는1》은밀히2》그의 주 
님을 부르더라 

4. 그가 말하길15 주여 저의 뼈들 
은 허약하여지고 머리는 백발이 
되었나이다 저는 주님께 기원하여 
축복받지 아니한 적이 없었습니다2> 

5. 내 후에 올 내 친척들이 행할 
것이 두렵나이다 제 아내가 불임 
이오니 당신으로부터 한 상속인을 
주읍소세 > 

©啓兄火kiBi 

넸兵摩少셋과 i接회供齡돼 
©\SslC)；3^o^ 

뺐 t取一路邊 一0抄않棟 
•과 a대 

id 꾸란의 기적이요 신비. 읽을 때는 카직 하，야，솨드라 읽는다. 

2- 1) 하나님께서 자카리야에게 베푼 은혜는 여러가지로 표현되고 있다. 첫째는 그의 기도와 기원 
을 받아주고，둘째는 요한(야히야)과 같은 아들을 갖게 하였으며，셋째는 아버지와 아들간의 
사랑속에서，더 나아가서는 요한이 하나님의 예언자로써 세상올 위해 임하였던 것처럼 요한 
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 

3- 1) 자카리야 
2) 소리를 내어 사람들에게 그의 신앙을 보이려는 위선적인 기도와 기원은 주님께서 거절하기 
때문이^• 

4- 1) 그의 기도에서 
2) 본 절은「자카리야」의 강열한 신앙심을 제시하고 있다. 자카리야는 신을 모시는 가장 높은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의 사무실은 사원안이었고 그의 친척들은 그의 동료들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 가운데서 진실로 신을 섬기는 동료들을 찾지 못하여 혹시 그들이 마음속 
에 우상을 섬기지 않나 하는 근심으로 가득차 있었다. 

5- 1) 자카리야가 of들을 원하였던 것은 단순하고 저속한 욕심이 아니었다. 그가 임종한 후 그의 
삼촌의 아들이 상속자가 되어 진리의 종교를 더럽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나이가 들어 
임신이 불가능한 아내에게 자손을 달라는 기원이다. 

雜^^_離起ra保■弱^회*我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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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리하여 저의 대를 잇고 야 
곱의 가계를 잇게하여 주시고 주 
여 그를 당신께서 만족하시는 자 
로 하여 주소서1> 

7. 자카리아여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의 소식을 주리니 그의 이름 
은 요한이라1》그 이름은 어느 누 
구에게도 주지 아니했던 이름이니 
^2， 

8. 이때 그가 말하길 주여 제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 
까 저의 아내는 불임이며 저는 이 
미 노쇠하였습니다 하더라1> 

9. 그분께서 이르시길 그렇게 되 
리라 너의 주님이 말씀하사 그것 
은 내게 쉬운 일이니라 하셨으며 
나는 이미 이전에 존재치 않았던 
너를 창조하지 아니했더뇨 

10. 그가1》주여 제게 그 예증을2> 

주옵소서 라고 말하니 주님께서 
이르시길 그 예증으로 네가" 건전 
하면서도 삼일동안 사람들에게 말 
을 못하리라3ᄆ 

© 1|巧災仏디않|(노우; 技k 

與 M 회接觸典 
® 塔，: 

跡玄與※必 a 端與;여 

부좌，뼈】 ■남 
©起故고雄。 

々被少최여차고 

©호서방故 

6- 1) 자카리야가 자손을 원했던 것은 다음 3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그는 나이가 들어 허약했기 때문이며， 
둘째，하나님께서 그의 기원을 거절한 적이 없었고， 
셋째, 종교와 신앙을 위해서 자손을 원했던 것으로 본다<알타프씨르 알카비르 181/21). 

7- 1) 천사를 통해서 한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주리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랍어로는 
야히야라 한다. 

2) 요한이란 이름처럼 완전하고 은혜가 많이 담긴 이름에 비유할 다른 이름이 없다고 무자히 
드는 말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8권 p.36乂 

8- 1) 자카리아의 나이 120살，아내의 나이 98세로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소식에 자카리야는 놀 
랄 뿐이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8권 p.36). 

10-1) 자카리야 
2) 제 아내가 임신 할 수 있다는 예중 
3) 밤낮을 포함한 3일 동안 그의 혀로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창조 
주를 칭송하고 타우라(구약성서》를 읽고 있엇다. 그 당시 인질(신약성서)은 아직 없었는데 
이는 예수 탄생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다. 그때 그는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려 하였지만 
말할 수 없었다고「이브느 제이드」는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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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그리하여 그는1} 예배당에서 
그의 백성에게로 나가 아침 저녁으 
로 하나님을 찬미하라 그들에게 손 
짓으로2) 말하더라 

(i■銳 

1 12. 요한이여 이 성서를 단단히 
| 지키라1ᄉ 하나님은 그가 어렸을 때 
j 그에게 지혜를 주었노라々 

(본여，빼셔 : 

13.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자애와 
은총을 받았으니 그는 경건하였더 

S 라 

: 

14. 그의 부모에게도 순종 하였 
고 또한 그는 거만하지도 아니 하 
였으며 오만함도 없었노라 

빠1怨뼈^英 1 

15. 그가 탄생한 날과 그가 임종 
5 하는 날과 그가 부활하는 날에 그 

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라1> 

펴^ 此鼓彩心 

16. 성서에 있는 그대로 마리아 
에1ᅭ 관하여 이야기하라 그녀가 가 
족을 두고 동쪽 어느 곳으로2> 떠 
났던 얘기이니라 

S彩域^쑈雜浴:년id突IS、 

요 11-1) 자카리야 I 
2) 그분께서 말씀하사" 너의 예증으로써 3일동안 어떤 암시가 아니고서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 못하리라. | 

12-1) 많은 시간이 흘렀다. 즉 요한이 태어나 나이가 들었으며 하나님은 요한으로 하여금 구약성 
서의 말씀을 굳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였기에 요한으로 하여금 '농 
예수가 오는 것을 맞이 하도록 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1 2) 요한의 나이 성년이 되기 이전，어렸을 때에 성서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은 요한 
에게 부여하였다고 따바리는 해석하고 있다(알따브리 55/16). 

1 15-1) 인간이 가장 연약하여 창조주를 필요로 하는 때의 평안이라고 이브누 아띠야는 설명하고 ■ 
있다(알꾸르뚜비 88/11). | 

1 16-1) 본 절에서 부터는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 관한 얘기가 계속된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본 마리아장에서 요한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다음 두번째 언급되는 이야기로 그녀는 동정 

1 녀로써 예수를 낳았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그녀를 중상모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문을 욕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녀의 아들 예수는 어머니를 보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효도 
에 극진하였다: 예수는 충실한 신의 종으로써 그리고 예언자 및 선지자로써 축복올 받았으 

| 나 사람들이 그를 신의 아들(삼위일체설)이라 불러 하나님이 홀로 게심을 욕되게 하였다. 
1 2) 동쪽 한 곳이란 마리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바이투 알무깟디쓰)에 있는 한 기도의 1 

방을 의미한 것으로 본다<샤프와트 타파씨르 제8권 p.37). 



제 19장 마리아 : 17-23 552 

17. 그들이 보지 아니 하도록 그녀 
가 얼굴을 가리웠을 때 하나님0ᅵ 그 
녀에게 천사를0 보내니 그는 그녀 
앞에 사람처럼 나타났더라 

故，^^녀 
必 5巧외W호》 

18. 이때 그녀가 저는 자비로우 
: 신 하나님께 구원하나이다 실로 
당신이 경건한 자라면 저를 해치 
지 마소서 라고 말하매 

©많고상ai잇p與 

19. 그가 말하길실로 나는 당 
신 주님의 사자로써 성스러운 아 
들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노라 

5 하니 

©賊敗⑷다짓%;必고均여S 

20. 그녀가 말하길 어느 남자도 
저를 접촉하지 아니했고 또한 부 
정을 저지르지도 아니 했는데 어 

S 떻게 제가 아들을 가질 수 있습니 

까 

쌌與시i 炎 간고포고以 
©强과 

21. 이에 그가 말하길 그렇게 되 
1 리라1》당신의 주님께서 그것은 내 
쇼 게 쉬운 일이라 그로하여금 백성 

! 을 위한 예증이 되게 하고 하나님 
의 은혜가 되도록 이미 그렇게 명 
하여진 일이었노라 

쩟玄^고^聲多 
G效段^。必1 

22. 그리하여 그녀는 잉태하고 
j 멀리 떨어진 곳으로1ᅭ 옮겨갔더라 

©나匕於 상도兵光松쇼 

23. 출산의 진통이 심하여 그녀 
는 종려나무 줄기에 기대고 말하 

句■교해사지的其 

| 17-1) 가브리엘 천사 

、 19-1) 놀란 자카리아의 부인을 본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길 

f 21-1) 남편이 없이도 아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네 주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되리라. 

! 22-1)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의 수태를 알려주고 또 마리아가 임신한 곳은 예루살렘에 
I 서 技마일쯤 떨어진 나사렛 rNazareth of Galilee」으로 추측되고 있다. 
； 또한 마리아가 예수 아기를 출산한 곳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6마일쯤 떨어진 베들레렘 
유 으로 이곳은 종려나무들로 숲이 우거진 곳이다. 
I 본 절의 먼곳이란 이곳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AbduUah Yusuf Ah는 풀이하고 있다(The 

Glorious Kuran. p.772 Note No.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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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이전에 죽어버렸다면 조용히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인데 

24. 그때 종려나무 밑에서 천사 
가 그녀를 부르더니 슬퍼하지 말 
라 네 주님께서 네 밑에 흐르는 
냇물을 두셨노라1> — 

25- 종려나무 줄기를 네가 있는 
쪽으로 흔들어라 그러면 잘 익은 
열매가 너에게로 떨어지리니1) 

26. 먹고 마시어1} 마음을 평안케 
하라2》그리고 네가 사람을 만나거 
든3> 저는 하나님께 단식할 것을 
맹세하였으매 오늘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여라 

27. 얼마 후 그녀가 아들을 안고 
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니 마리아여 
너는 이상한 것을 가지고 왔구나 
라고 조롱하더라” 

28. 마론의 누이여 너의 아버지 
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네 어머 
니도 부정한 여자가 아니었노라1》 

©◎與抄此i 沒 

4^03 ⑶，녀과接 
@히죄 

하밖必¥너꾜떠 
©故 

'때째拜때 

(용냉 f짚!⑶巧匕너士수도죠|2나효 

® 호多^味 公^^!^三껍 

與4疏당‘pi舞以^分책 

24- 1) 리엘 _상가 그의 발로 땅을 때리니 깨끗하고 순수한 샘물이 솟아나 흐르며 

되었다고 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8권ᄀ^; ᄂ 냇 

25- 1) 금녀f 하여금 메마른 가지를 흔들어 죽은 가지가 살아나는 또 다른 하나베 베즈으 

2 SSrt학 5고요표스증들은 그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라는 운i 알도 ᄀ ᅳ하였다丄 해 4가들tr 경:이하고 있다(사프ᅪ트 타파씨르 제8권 p38乂 

沈-1) ᅲ음직스러운 종려나무 열매를 먹고 달콤한 물을 마시고 
2) 까르리 '아이난」은 “눈을 안정하라”는 언어적 뜻0로 마요으 “펴아하게 히시 

=:이 1아이의 출생으로 네 자싫 “ 하뇨、퍼하 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8권 p39) =써 卜 I 곤다 匕 •지ᅳ로 유이 
3) 사람들이 너를 만나 그 아이의 출생에 대해 질문하거든 

27 1) 처녀인 마리아가 가족을 떠나 얼마 후 아이를 낳아 데리고 완o니 민으이 어'- ALel-^oJiTii 

S PI 훌륭한혈‘-의 化아i 으빨^^ 
5니하호유한 ᅯ관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녀의 가문을 욕되나 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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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그러자 그녀는 그애를 가르 
켰더라1》이때 모두가 요람안에 있 
는 아기와 어떻게 말을 하란 말이 
뇨 라고 말하더라 

30. 아기가 말하길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분께서 내게 성서를 주시 
고 나를 예언자로 택하셨습니다 

31. 제가 어디에 있던 저를 축복 
받은자로 하셨고 제가 살아 있는 

한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 
치라 저에게 명령하였습니다 

32. 저의 모친에게 효도하라 하셨 
고 저로 하여금 거만하지 아니하고 

- 불행함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33. 제가 탄생한 날과 제가 임종 
하는 날과 제가 살아서 부활하는 
날에 저에게 평화가 있도록 하셨 
습니다 

34. 그것이1> 바로 마리아의 들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이것은 그 

들이 논쟁하는 것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라 

35.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가질 
필요가 없노라 그분께 영광이 있 
으소서 그분이 어떤 것을 원하실 
때 말씀을 내리시니 있어라 그러 
면 있느니라 

©W 必 dW々，巡^效品成 

(，혹轉砂聲雄홧巧 

©冬“公，災， 

©秘%其잤次； 

@ 聲 

@ 드以技그해‘※述^在心 혹 

多 fj起타나쇼 6淡 

이) r젖t폐 
하여 i：한 다음 아이가 말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하여 질때까지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ᄂ 
하여지고 있다(알타프씨르 알카비르 206/21). 

34-1)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로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들ᅮ 1아】니며 유대인이 주장하 
는 예수는 부정한 여자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아닌 그 이야기 



36. 진실로 하나님은 나의 주님 
이요 너희 주님이시니 그분 만을 
경배하라 이것이 가장 바른 길이 
라1) 

必요版설화료效i 影別疏 
©其一 

37. 그런데 그들 가운데 무리들 
이 의견을 달리하니1ᅩ 위대한 심판 
의 날 불신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 

38.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오는 
날 그들은 분명히 들을 것이며 또 
분명히 보리라 그러나 오늘의 어 
리석은 자들은 분명히 방황하게 
되리라 

39. 그들에게 고통의 날을 경고 
하라 그들이 믿음을 게을리 할 때 
일은 결정되어지노라1> 

40. 진실로 하나님은 대지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상속하나니 
그들 모두는 하나님에게로 귀의하 
노라 

41. 성서안에 있는 아브라함은 
진실한 예언자였음을 상기시키라1> 

42. 그가1》그의 아버지께 왜 듣 
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며 당신 
께 효용도 없는 것을 숭배하고 있 
습니까 

心《계與裝⑷如스幽版部 

혀 내藏O: 

® 스슨、요玉衣 

^ 與’沙多义넜보^!;:分必1; 
®Gy^ 

일나必約쑈ᄍId炎도 

쟁 浴來.고⑶☆되때 

® 松요요그， 

36- 1) 예수가 요람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으로 “내가 그들에게 전하메 하나님은 그의 주 
님이요 그들의 주님이니 그분 하나님만을 숭배하라 이것이 가장 율바론 신앙이라” 

37- 1) 예수의 탄생에 관하여 어떤 무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o}들이라 말하고 어떤 무리는 예수가 
부정한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라 하였다. 

39-1) 천국으로 들어갈 무리와 지옥으로 들어갈 무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결정되니라. 

41- 1) 마리아의 이야기와 예수에 관한 이야기에 이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무함마드로 하여금 백 
성들에게 상기하도록 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유일신 하나님 대신 예수를 경배하고 아랍 
불신자들이 우상을 숭배하였으므로 유일신 하나님만을 경배한 아브라함의 신앙올 상기시키 
고 있다. 

42- 1) 아브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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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아버지 당신께 이르지 못한 
지식이 저에게 이르렀나니 저를 
따르십시요 제가 아버지를 바른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右^多^ ^ ᄃ•그在 

44. 아버지 사탄을 섬기면 아니 
됨니다 실로 사탄은 하나님1ᅩ을 배 
반하였습니다 

45.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벌 
을 받아 사탄의 친구가 될까 두렵 
습니다 

씩 혀玄1‘我 

46. 이때 아버지께서 대답하사1}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신들을 싫 
어하느뇨 네가 단념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돌로 때릴 것이라 그리 
고 나로부터 오랫동안 떨어져 있 
게 하리라 

©뼤; 

47. 아브라함이 아버지 평안하소 
서 아버지를 위해 주님께 용서를 
빌겠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48.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 외 
에 여러분들이 숭배하는 것을 떠 
나1》저의 주님께 기도 드리겠습니 

5 다 주님에의 저의 기도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49. 그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그들을 버리고 떠났을 

샜必 쌌災1期어班 

44-1) 아르라흐만 : 창조주의 속성 99개중 하나이며 그뜻은 자비로우신 분 또는 은혜로우신 분 등 
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46-1) 아브라함의 아버지「아자르』가 대답하사 

^ 48-1)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한 그의 아버지와 백성들을 두고 고향인 찰데 지방의 우르(Ur of 
the Choldees)를 떠나 돌아오지 아니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과 어떤 타협을 할 수가 없자 주방당 
J 하여 고향을 떠난 것으로 보고 있다. f 

^ — ⑥乂으고 i分，노 쑈… 〒..名“…'성乂 ' 系 ^ : ; , 그 乂 、 ..十. 一 A 'r 냐、，: 니 = ' - ， - ' 느 __스__노__、，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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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과 야곱 
1 을 주어” 그들로 하여 예언지"가 

되게 하였노라 

® 여적幻仏 

50.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1》진실의 말로 그들을 높 

I 였노라 

■사매때^次« 

51. 성서속에 있는 대로 모세의 
| 이야기를 들려주라 그는 선택받은 

예언자이며 선지자이 었노라1ᅭ 

©■效致成必?接빼 ; 

52. 하나님은 시나이 산 우편에 
서 그를 불렀으매 신비의 얘기를 

I 나누기 위해 하나님은 그를 가까 
i 이 불렀노라 

©與뼈웨，과뼈 ] 

53.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1》은혜 
: 를 베푸사■ 그의 형제 o}론을 예언 
1 자로 두었노라 

©⑶피%자폐 1 

54. 성서속에 있는대로 이스마엘 
J 의 이야기를 들려주라 그는 약속 
j 을 지키는 충실한 자로 예언자이 
1 며 선지자 이었노라” 

윷^혁과 나勢<1多起 i 

] 

S 55. 그는” 그의 백성들에게 예배 
1 를 드리고 이슬람세를2} 바칠 것을 

©테‘교i행《췌以射典⑧ j 

I 49-1)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심:」지역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을 때 창조주는 예언자들의 계보를 | 
구성하고 있는 이삭과 그의 자손 야곱을 주어 은혜를 베풀었다. i 

| 50-1) 재산과 자손 그리고 지혜와 풍성한 업적의 은혜를 베풀었고 I 

! 51-1) 모세는 신의 선택을 받은 자로 애굽왕의 속박으로부터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부여 
1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천사나 어떤 매개체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지 아니하고 구름 
1 을 사이에 두고 직접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자(칼릴룰라)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예언자(나 1 
1 비)와 선지자(라술)의 임무까지를 갖게 되었다. 1 
1 53-1) 모세의 기도는 다음과 갈았다. “주여 저를 위하여 저의 형제 아론을 제사장으로 하여 주소 ! 
| 서” ； 

54-1) 이스마엘(다비훌라)은 신이 선택한 제단에 오를 회생자였으며 오늘날 아랍인들의 선조로써 
j 최후의 선지자 무함마드의 선조이기도 하다. | 

| 56-1) 이스마엘 J 
1 2) 신앙의 기등이라 할 수 있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창조주에 순종하고 공동사회 행복의 근 

원인 이슬람세를 통해서 창조주에게 순종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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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하사* 주님께서는 그로하여 기 
, 뻐하셨노라 

56. 성서속의 이드리스의 이야기 
룰1> 들려주라 그는 진실한 예언자 
이었노라 

츙및및“^ 신u抄 V紙i紙 

57.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를 높 
은 위치에1ᅮ 두었노라 

©，炎가i務 

期. 이들은” 아담의 자손들 가운 
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예언 
자들이라 그 중에는 노아와 함께 
방주에 오른 자•가 있었고 아브라 
함과 이스라엘 자손이 있으며 그 
중에는 하나님이 옳은 길로 인도 
한 자가 있으며 선택한 자가 있었 
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계시되었을 때 그들은 부복하고 

；； 경배하여 눈물을 홀렸노라과 

넣。旧◎※化고《넜| 호5; 

改;抄;추요逆〉知수구切그兵務1 

起聲，하더犯파技 

장례 

59. 그런데 그들 이후에 예배를 
1 게을리하고 욕정을 추구한 후예들 

이 있었으니 그들은 멸망할 것이 

i 라 

述部^최 

최藏도그必刻 

60. 그러나 회개하여 믿음을 갖 
:; 고 선을 행하는 자는 제외되어 천 
, 국에 들어갈 것이며 조금도 욕됨 

이 없으리라 

以^^쇼匕i匕그一^^i 

©起 i폐9义했 

! 56-1) 이드리스에 관해서는 꾸란속에 두번 언급되고 있는데 본절과 제21장 效절에서이다. 그는 노 
아의 할아버지로 아담이후 최초의 예언자였으며 또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었으나 이드 
리스 때부터 바느질한 옷을 입었다고 전하여지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8권 p.45). 

y 57-D 이드리스는 예언자로 신의 선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적에 
의하여 하늘에 을라가 하나님 곁에 살아 있다고 전하여 지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저恨 

1 권 P.45). 

58-1) 언급된 이들 10명의 예언자 및 선지자는 r자카리Oj 로 부터「이드리스j 까지 모두가 예언자 | 
1 로 선택을 받았다. 즉 자카리야, 이드리스，이스마엘，이삭，야곱，모세，아론，자카리야» 요 
, 한，예수와 함께 모두 10명을 의미한다. 
1 2) 창조주의 예중들로 그들의 마음이 감화 감동되었기 때문이라고「꾸르뚜비r는 해석하고 있 
|| 다{알꾸르뚜비 120/11). 



제 19장 마리아 : 知〜67 559 
빼i앞 

61.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보이지 않는 에덴의 천국을 약속 
하셨으니 그분의 약속이 곧 오리 
라 

玄^다고로^ 

©域빼微 

62. 그들은 그 안에서 잡담이 아 
닌 평안의 인사를1> 들으며 그 안 
에서 조석으로 그들의 일용할 양 
식을 만끽하니라 

松;^셌>0그，除 6其致 
@볘및 1 

63. 그것은 악을 경계하는 하나 
님의 종들에게 상속하여 준 천국 
이라 

뼈^과타左쇄타판 

64. 천사가 말하길1> 우리는 주님 
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내려갈 수 
없도다 우리 앞에 있는 것이나 우 
리 뒤에 있는 것이나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노 
라 그대 주님은 결코 잊지 아니 
하시 노라 

■디以:路대홴;/明⑮디 

65. 천지에 있는 것과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주님의 것이거늘 그분 
을 섬김에 있어 그분과 동등한 다 
른 것을 알고 있느뇨 

匕。⑶1; 당;4石 
5其^요 

66.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죽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들하니1> 

©《在과X보지요A그그앴 c!호^ 

67. 일찌기 인간이 존재하지 아 
니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 
했다는 것욜 인간은 망각하고 있 
느뇨1> 

© 1양 i與j 沒。■所成회!炎述f 

後-1) 천국에 들어오는 행복한 신앙인들을 대접하는 천사들의 인사와 대접 

64-1) 본절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얘기하고 있다. 

66-1)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부인하는 불신자들의 이야기로 부활올 부정하면서도 놀라 
고 있다고「이브누 카씨르」는 풀이하고 있다. 

67-1) 무에서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다시 부활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그 
들 불신자들은 망각하고 있느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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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 그들로 하여금 약속된 벌과 
내세가 이를 때 어느 쪽어 더 나 
쁜 곳에 있으며 어느 쪽이 더 약 
한 군대인가를 알도록 하리라 

76. 하나님께서는 올바로 가는 
이들에게 인도함을 더하시며 선행 
의 일들은 주님 앞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을 받게 되리라 

77.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서 
재산과 자손이 주어질 것이라 말하 
는 자를1> 그대는 보았느뇨 

78. 그는 보이지 않는 지식을 얻 
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약속이라 
도 하였단 말이뇨 

79. 결코 그렇지 않노라 하나님 
은 그가 말하는 것을 기록할 것이 
며 그에게 벌을 더하리라 

80.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 
님에게로 돌아올 것이며 그는 하 
나님 앞에 홀로 나타나리라는 

81.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을 신으로 숭배하여 그것으로 힘 
과 영광을 얻으려 하나 

82. 결코 그렇지 되지 않으리니 
그들은 그들의 우상을 불신하게 
되고 그들에게 적이 되리라 

6얏^抄간 能 他公호必滿랑 

성此쑈义如公넣炯起在 
©故향賊延☆炎 

終넜强 k 겆切3 요: 혀 

©藏 서法與: 公效聲 

© S숏;到보새내 ⑷占，乂送!; 

이令.，，乂> '，즈，參，，•:시， ”典多 '성少 比，소安:^ ᄋ세=수^ 

77-1)「와일」의 자손「알아씨」에 관해 계시된 절로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8권 
P. 必-49》. 

80-1) 인간이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권세는 우주를 창조하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창조주에게 
로 돌아간다. 그의 재산도 그의 가족도 그의 친구도 심판의 날에는 효용이 없으며 그의 업 
적만이 홀로 남아 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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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그대는 모르는가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 사탄들을 보내어 그 
들을 화나게 했노라 

삶與炎^K强，^M 

84. 그러므로 그들에 대항하여 
서둘지 말라 하나님은 그들의 날 
자를 헤아리고 있노라 

© 炎碎炎! 

85. 그날에 하나님은 악을 경계 
하는 이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영 
광을 받도록 하리라 

86. 그리고 죄인들은 지옥으로 
안내하니 목마른 가축처럼 쓰러질 

것이라 

87. 하나님의 n 약속2>을 받은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중재하지 못 

i 하니라 

C느돼 c폐之때성心샜 

88. 하나님께서 자손을 두셨다 
말하는 자들이” 있더라 

89. 실로 저들은 불결한 주장을 
하노라 

90. 그때에 하늘이 찢어지려 하 
고 대지가 갈라지며 산들이 산산 

| 조각이 되려하니 

與貧생與我^民起^ 紫 
©避 

91.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자손 
이 있다고 불결한 말을 했기 때문 
이라 

©獻接^ 

92. 하나님은 자손을 가질 필요 
1 가 없으시매 

©■■C終; 

87-1) 아르라흐만 : 하나님의 속성 99개 중의 하나 
1 2)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올 중언한 약속(쉬하-다투 안 라 일라하 일랄라》 v 

效-1》천사들이 하나님의 딸들이라 주장하는 유대인과 기독교인 및 그밖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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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每^^^빼按» 
93. 천지의 모든 것이 종으로써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이라 

94. 진실로 그분은 그들을 알고 
계시며 또한 그들을 헤아리고 계 
시니 

95. 그들 각자는 심판의 날 모두 
가 그분에게로 오니라 

96. 그러나 믿음을 갖고 선을 행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 
을 베푸시노라 

97.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논쟁을 일삼는 자 
들에게는 경고하기 위해 그것을1J 
그대의 언어로2> 쉽게 했노라 

98. 그들이전 하나님이 많온 세 
대를 멸망시켰노라 그대는 그 중 
한사람이라도 발견할 수 있으며 
그들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느뇨 

©iᄏ넜했乂與싶3 仏，성必 

@ 노크 

©與데^起(성起 

必必^ 
©성 

J々戶ᄈ必대與좌明 
©I 效匕今% 

、A고效 系必々必淡하從從 
삶炎別述T 

97'1) 꾸란을 
2)「비리싸-니카j : “비 :〜으로，리싸-: 혀, 카 : 당신의”란 3단어가 복합된 문구로 그 뜻은 
당신의 혀로써, 더 나아가서는 무함마드가 사용하는 언어 즉，“그대 무함마드가 시용하는 
언어 아랍어로써”가 본 뜻이다. 

1 빼■理■해^技해^期^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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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장 따 하 

메카에서 계시된 1效절로 종교의 원리，신의 유일성, 예언자 및 선 
지자의 지우|, 내세와 부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헤즈라 7년 전에 

r우마르」가 이슬람에 귀의한 중요한 의의를 포함하고 있다. 우마르는 

이슬람을 박해하던 이슬람의 적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다른 쿠라이쉬 

족과 마찬가지로 예언자 무함마드를 살해하려 음모까지 하였다. 그의 

자매 파티마와 파티마의 남편 싸이드는 이슬람에 대한 박해가 심하던 

당시 비밀로 믿음을 지켜온 무슬림들이었다. 

우마르가 이들 집을 찾아갔을 때 우마르는 그들이「따하j 장을 낭송 

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한편 파티마와 싸이드는 그것을 숨기고 있었 

다. 어느날 우마르는 그의 자매 파티마와 그녀의 남편을 공격하였으 

나，그들은 인내하였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더욱 굳게 보였다. 이때 

우마르는 그들의 진실과 성실과 인내 및 용기에 놀라 그들이 낭송했 

던 것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것을 본 우마르는 그것이 마음에 

와 닿으면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이슬람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영웅중의 한 인물이 되었다. 본 장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신의 말씀인 꾸란은 고통이 아니라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 

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며(제 1절〜8절)，모세가 어떻게 선택을 받아 

그의 형제 아론과 함께 파라오에게 그의 임무를 수행하였는가<9절〜 

36절),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아기 모세를 강물에 던져 파라오의 집 

에서 하나님의 보호아래 양육되어 파라오에게 설교하고 하나님의 영 

광을 선언하게 되었는가(37ᅳ76절)，모세가 그의 백성을 인도하고 적 

들을 어떻게 진압하였는가(77절〜104절)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므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들은 

천국으로 가•며, 불신자들은 불지옥으로 가게 되니 이것이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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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이라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인내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을 105절시35절 사이에서 언급하고 있다. 

따하 장은 선지자 무함마드 이름가운데 하나로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박해와 공격을 받을 때 위안이 된 장이었다. 따하 장이라 불리우 
게 된 동기는「따하」라는 문자로 계시가 시작되었다는데 기인한 것으 

로 본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8권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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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장 

자비^우시고 자세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따 하1, 

2. 하나님이 그대에게 꾸란을 계 
시함은 그것으로 하여 그대를 고 
생되게 하려함이 아니라1> 

3.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한 교훈이 되게 했노라” 

4. 그것은 대지와 높은 하늘을 
창조한 그분으로 부터 계시된 것 
이라 

5. 하나님은 권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라 

6. 천지에 있는 것과 그 사이에 
있는 것과 대지밑에 있는 모든 것 
이 그분께 속하노라 

7. 그대가 큰 소리로 말하던 또 
는 그렇지 아니하던 실로 그분께 
서는 비밀도 그리고 감추어진 것 
도 아시노라 

8.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으며 

©北 

©⑶四拜관， 

®c左디 (오pi 々그혹화 

©■빼획泳冗 ; 

©巧I 次U抄從씼必®端 

1- 1)「따하」는 선지자 무함마드 이름들 중의 하나로 그의 마음을 ^름답게 하고 그를 모욕하는 
자들을 만났을 때는 마음의 위안이 되었다. 이렇게 본 장 서두에「따하」라 계시됨으로써 백 
하j 장이라 일컬어지게 되었다.「따하」란 꾸란의 기적가운데 하나로 그 뜻은 **오! 인간이여” 
라는 것으로 풀이하는 후자도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8권 |x54). 

2- 1) 무함마드에게 계시가 되었을 때 무함마드와 그의 동료들은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다. 이때 꾸 
라이쉬족들이 말하길，“이 꾸란이 무함마드에게 계시관 것은 그를 고생스럽게 하고자 함이 
라”고 본 절이 계시된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다. 

3- 1) 꾸란을 믿어 하나님올 경외하고 그분의 벌을 두려워하는 신앙인들을 위한 교훈으로써 계시 
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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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들을 
가지고 계시니라1》 

9. 모세의 얘기가 그대에게 이르 
렀느뇨 u 

10. 보라 그가 불을 보고서 그의 
가족에게u 말하길 기다리라 내가 
불을 분명히 보았으니 불을 가져 
와 그것으로 그 길에 이르는 안내 
자를 발견하리라2> 

11. 그가 거기에 갔을 때 모세야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1》 

12. 실로 내가 너의 주님이거늘 
너의 신발을 벗으라1> 너는 성역인 
뚜와 계곡에2> 와 있노라 

13. 내가 너를 선택하였으니1> 계 
시되는 것에 경청하라 

8- 1) u실로 하나님께서는 99개의 o}름다운 이름이 있나니 이것을 헤아리는 자 천국에 이르니라” 

(티르미즈가 전함. 제17장 110절 참조》 

9- 1) 모세에 관한 이야기는 꾸란의 여러 절에서 그 상황에 따라 언급되고 있다. 

제2장 49절-61절 사이에서는 인류의 종교역사에 관한 단계가，제7장 130절-162절 사이에서 
는 이스라엘의 공동사회 즉 국가에 관한 이야기에서부터 모세 이후 시대까지에 관한 이야 

기가 계속되고 있으며，제17장 1이절-103절에서는 파라오의 오만함 속에서 영혼이 쇠퇴하 
는 양상을，제20장 9절-24절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여한 임무속에서 영혼의 소생을， 
제20장 25절-36절에서는 모세의 형제 아론과의 정신적 관계를，제20장 37절-40절에서는 그 
의 어머니와 자매 그리고 후손과의 정신적 관계, 제20장 41절-76절에서는 파라오와의 정신 
적 투쟁을，제20장 77절-98절에서는 그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과의 정신적 투쟁을 이야 
기 하고 있다. 

10- 1》그의 가족이란 그가 아내를 일컫는 것으로 아내를 호칭하는 표현으로 직설적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아홀(가족)이란 단어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랍인의 예의이다. 

2) 모세의 정신적 역사는 본절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가 성장했을 때 모세는 파라오의 궁전올 
떠나 시나이 반도 메디안 백성들에게로 갔다. 

그곳에서 한 여성과 결혼을 하고 지금은 그의 가족과 그의 신도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 
는 중이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임무를 말게 된다. 

11- 1) 그 불에 왔을 때 초록색 나무에서 타고 있는 하얀 불을 발견하였는데 이때 그의 주님께서 
4•모세야!”라고 불렀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8권 p.55). 

12- 1) 신밭을 벗으라는 것은 예의로 겸손하라는 의미다. 

2) 뚜와 계곡은 시나이 산 아래에 있는 계곡으로 이곳에서 모세가 율법을 계시받게 되었다. 

13- 1) 모세 너를 선지자로써 선택하였으니 

述3映쑈候•必加松，Si 

®k최지絲 

흙꽹起炎 ?公見冷획i 

®c쟌此두光의知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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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 실로 내가 하나님이요 나 외 
에는 신이 없나니 나만을 경배하 

| 고 예배하며 나만을 생각하라 

■務1 ； 

f 15. 실로 종말이 다가오고 있으 
나 내가 그것을 숨기려 함은 모든 
사람이 그가 노력한 대로 보상을 
받도록 함이라 

다々쑈 紙切切고1成 

16.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의 
욕망을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너 

i 를 전환하지 아니하도록 하리니 
! 이는 네가 멸망치 아니하도록 함 1 

；| 이라 

© (J 巧公，디';닥6※汉I; 

17. 모세여 네 오른손에 있는 그 
j 것이 무엇이뇨 

©夕雜起起£ 

1 18. 그가 대답하길 그것은 제 지 
광이입니다 제가 그것에 기대고 

: 그것으로 나무 잎들을 때려서 양 
ᅭ 을 먹이며 그 안에서 다른 유용함 

을 찾나이다 라고 하니 

起^多획與; 벌죠織그숏여 
必 너와“以 

19. 그분께서 모세야 그것을 던 
^ 져라 하시매 

® (多님公⑯3답 :: 

20. 그가 그것을 던지니 한 마리 
의 뱀이되어 재빨리 기어가더라 

이P 넣여향^ i 

21. 이때 그분께서 모세야 그것 
을 쥐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 

I 라 내가1>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1 하리라^ 

향^^ 싶光與i 匕放여 

1 22. 그대의 손을 너의 겨드랑이 
에 넣으라 아무런 손상이 없이 하 
얗게 나오리니 이는 또 다른 예증 
이라1》 

때고fe욧해J12 빠 
©成 ' 

$ 21-1) 하나님 내가 
p 2) 모세가 기어가는 뱀을 잡으니 다시 지광이가 되었다. 

i 22-1) 지광이가 뱀으로 변하였다가 다시 지팡이로 변한 기적 이후에 모세에게 일어난 두번째 기 1 
；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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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렇게 하여 하나님이 너에 
| 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예증을 

보이려 함이라 

24. 파라오에게 가 보아라 그는 
I 실로 모든 한계를 넘어선 오만한 
> 자라 

25. 이때 모세가 주여 저를 위해 
! 저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소서 

26. 그리고 저의 일이1〉쉽도록 
1 하여 주소서 

®’C笑私浴)’ 

27. 저의 혀에 장애물을 제거하 
1 여 주조서1> 

(고;！; 

28. 그리하여 그들이 저의 말을 
이해하도록 하여 주소서 

29. 저의 가족중의 한 사람이1> 

1 저의 보완자가 되도록 하여 주소 
:: 서 

30. 아론은 저의 형제이니 

31. 그로 하여금 저를 강하게 하 
5 ji 

\ 

32. 그가1》저의 일에 함께 하여 
늘 주소서 

33. 이는 저희가 당신을 크게 찬 
후 미하고 

1 

26~1)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선교하는 일을 가르킨다. 

1 27-1)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제가 말을 할 때 더돔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가 본 뜻으로 풀이되고 
1 있다. a 

1 29-1) 모세의 형제 아론을 일컬음. 

32-1) 아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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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저희가 당신을 크게 염원하 
고자 하옵니다 

\ 
1 35. 실로 당신은 저희들을 보고 

계시나이다 과〕교 

36. 이에 그분의 말씀이 있었으 
니 모세야 너의 요구가1> 이루어졌 
노라 

©0^씨起선端冗 

37. 하나님은 다른 때에도 너에 
? 게 은헤를 베풀었노라 

©최〉'라段^ 

38. 보라 너의 어머니께 영감으 
j 로서 계시를 보냈노라” 

39. 그리고 그 애를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던져라 그 강이 그애를 

J 강 언덕으로 올릴 것이니 나의 적 
이며 또 그의 적인 자가1》그애를 
데리고 가리라 그러나 나는 너에 
게 나의 사랑을 베풀었으니 이는 

1 네가 나의 안에서 양육되도록 했 
노라2) 

鄭5•싶此起# 여脚 d 成々 W 
_〔均的}技故있與如賊 

©聲■화: 

40. 보라 너의 누이가 와 제가 

36-1) 말을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주고 그의 형제 아론을 동반자가 되게 하여 달라는 모 
1 세의 간청 

38-1) 요셉의 세대가 지난 오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오한 나머지 그들을 멸망시키도록 했 
1 던 파라오가 애굽을 통치하게 되었다. 이때 파라오는 이스라엘 후손이 태어난 대로 남자아 

이들을 살해하라고 명령하였으매 모세의 어머니는 잠시 어린 모세를 오랫동안 숨길수가 없 
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상자에 넣어 나일강 물에 떠내려 보냈다. 이것은 어머니의 어리석은 
생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양육하고자 하는 계획이었다. 

S 그 상자가 나일강을 표류하면서 파라오의 정원을 지나갔을 때 파라오의 백성들이 그 상자 
를 건지게 되었고 그 아이는 파라오의 부인에 의해 양육이 되었다. 

39-1) 파라오는 창조주의 적이었으며 또한 모세의 적이기도 하였다. 그는 창조주의 말씀올 거역하 ! 
! 고 오만해하였으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오하여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하려 하였기 
S 때문이다. 
« 2) 모세는 너무나 천진난만하고 사랑스러운 남자아이였기에 파라오 가족이 그를 양자로 양육 

하였다. 하나님은 모세를 양육함에 특별한 양식으로 보호하였으니 다른 여자의 모유를 먹 
지 아니하고 모세를 낳은 어머니의 젖올 먹고 양육이 된 창조주의 보살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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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애를 양육할 한 사람을 안내하 
여 드릴까요1》말하더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를 너의 어머니께로 
보내니 그녀의 눈은 평안을 찾고 
슬퍼하지 않더라 네가 그때에 한 
사람을 살해하였으나2} 하나님은 
너를 큰 재앙으로부터 구하고 너 
를 시험으로 부터 구하였노라 미 
디안 사람들 사이에서 수년 동안 
머물다가 명령에 따라 모세 네가 
여기에 왔노라35 

41.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이는 
나를 위함이라 

42. 너와 네 형제가 나의 징표를1> 
가지고 가라 그리고 나에 대한 염 
원을 게을리 하지 말라 

43. 너희 둘은 파라오에게 가라 
그는 실로 한계를 넘어선 오만한 
자라1) 

44. 그러나 그에게 친절하게 말 

■技敬 
&화1强 M혀。교쐈四 

®c女호 뇌0와5는였乂£드(그와ti 

©故 호넣;藏고與화산4 

©背%送 J起 

©接緣避縱勢判煙 

40-1) 어린 모세를 상자에 넣어 물에 띄워보낸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모세의 누이로 하여금 그 상 
자가 표류하여 가는 곳을 강둑을 따라가며 누가 그 상자를 건져가는지 지켜보라 이른 것으 
로 추측된다. 파라오 가족이 그 상자를 건져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고 그녀는 파라오 가족 앞에 낯선 한 처녀처럼 나타나 말하였다. “제가 이 애를 양육할 유 

모를 찾아볼까요?!” 이 말은 바로 파라오 가족이 원하였던 것이었다. 이때 모세의 누이는 
집으로 달려가 그녀의 어머니께 이야기 하였고 그래서 모세는 그를 낳아준 어머니의 모유 
를 먹고 자라게 되었다. 

2) 모세는 크게 성장올 하여 파라오 집안 교육에서 야외 교육도 받게 되었다. 어느날 모세는 
이스라엘 거주지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일꾼들올 박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또한 모세는 한 애굽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무자비하게 때리는 것을 보 
고 모세는 가엾은 생각이 들어 그 애굽인을 때렸는데 그 애굽인이 죽고 말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모세는 파라오의 집에 머물러 있올 수가 없었으므로 애굽을 도망쳐 나와 시 

나이 반도 메디안 부족들이 거주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곳 한 부족장의 딸과 
결혼하여 그곳에서 수년간을 머물러 살게 되었다. 

3) 그곳에서 오랫동안 조용한 생활을 보내게 되었다. 그의 장인 양들을 돌보면서 어느 날 시나 
이 산 계곡 뚜와(아랍어로는 뚜르)란 계곡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에서 모세는 창조주의 계 
획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는데 멀리서 불을 보고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선지자로 
선택을 받게 되었다. 

42- 1) 예중은 모세의 지팡이와 하얗게 된 손을 의미한 것으로 본다. 

43- 1) 모세와 그의 형제 아론에게 주어진 첫째의 사명은 파라오에게 가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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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아마도 그는 경각심을 갖거 
나 하나님을 두려워 할 수도 있느 

1 니라 

45. 그 둘이1> 말하길 주여 저희 
{: 는 실로 그가 서둘러 저희를 해치 
J 지 않을까 또는 포악한 짓을 하지 

않을까 두렵나이다 

신 O 故校J致與 

46. 이에 그분께서 두려워 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듣 
고 그리고 보고 있노라 

⑮ j應 수t公 ■행難 

47. 그러니 너희 둘은 그에게 가 
서 우리는 주님이 보낸 선지자라 
그러니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 자 

: 손들을 보내되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우리는 주님으로 부터 징표 
를 가져 왔노라 복음을 따르는 자 

j 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라 

쑈此&炎起故分約외與 
일以깁 V도라:^技다 

48. 불신하고 등을 돌리는 자에 
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계시 

[ 가 있었노라 

49. 이때 그가u 모세야 너희의 
주님은 누구이뇨 라고 물으니 

@乂端奴j 於雜 

50. 모세가 우리의 주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각각에게 기능 

! 을 주신 분이시라 

©나고沙仏麥왓多後與安難 

51. 이때 파라오가 그럼 이 전 
세대들의 운명은 어떠 했느뇨 

52. 그가 말하길 그에 대한 지식 ®ci均i 多，냈U 逆次※， 

45-1) 모세와 아론 

47-1) 이스라엘 자손들은 파라오의 모든 압박과 경멸과 냉대를 받아야만 했고 거기다가 무거운 
노동일까지 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무서운 형벌의 매를 맞고 벽돌을 
만들어야 했으니…(출애굽기 5장 6절-19절과 6장 5절 참조). 

49-1) 파라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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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나의 주님께 있노라 나의 주님 
I 은 실수 하시거나 잊지 아니 하시 
j 노라 

53. 그분께서는 당신들을 위해 
대지를 요람으로 하였으며 그 안 
에 길을 주시었노라 또한 하나님 

S 은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게 하여 
그것으로 하여 여러가지 초목을 

J 싹트게 하였노라 

54. 그것을 일용한 양식으로 섭 
| 취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가축을 
i 길러라 실로 지혜가 있는 자를 위 
한 예증이 그 안에 있노라 

成와0遊^^致多端*與_ : 

! 55. 그것으로1》부터 하나님은 너 
5 회를 만들었고 다시 그곳으로 너 
^ 회를 돌려 보내며 그곳으로 부터 

너희가 부활하리라 

© ⑷冗임比仏公※%沒£^ J 

8 56. 하나님은 그에게1》하나님의 
] 모든 예증욜^ 보여 주었으나 그는 
j 거역하고 배반하였더라 

©그^炎__ 1 

57. 이때 그가 말하길 모세야 너 
1 는 너의 마술로써 우리의 땅에서” 

1 우리를 추방하려 왔느뇨 

©必我!成與e새 [ 

58. 그렇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I 마술을 보이겠노라 그러니 우리도 
! 그리고 너도 위반하지 않을 약속 
j 과 장소를 정하자고 하더라 

짐名»침分起P 5 
©必膽대巧私，^ : 

j 我-1》땅의 흙으로 

1 56-1) 파라오 S 
1 2) 창조주가 모세에게 부여한 9개의 기적，즉 지팡이가 뱀이되고 호주머니에 넣었던 손이 하얗 

게 된 것，대홍수 및 바다를 둘로 나누어 파라오의 군인들을 익사케 한 일 둥 9가지 기적을 
y 가르킨다. | 

57-1) 애굽의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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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59. 모세가 말하길 당신의 약속 
은 축제날로 하되 태양이 솟은 후 
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요 

©多1；화起述想繼ᄇ炎一 여 

60. 그러자 파라오는 물러가 술 
책을 꾸민 후 다시 왔노라1》 

61. 모세가 너희들에게 재앙이 
있을지니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분께서 재앙으로써 너희를 
멸망케 하시니 거짓하는 자는 반 
드시 멸망하리라 

.，沙■染께^ 
©成나典藏y 一鳥方 

62. 그러나 그들은 서로간에 그 
들의 일을 논쟁하며 그것을 비밀 
로 하노라 

©0?多사身3;;系谷 f多험以 

63. 그들이 말하길 이 두 사람은 
마술사로 너회를 너희 땅으로 부 
터1^ 마술로써 추방하고 너희들의 

: 훌륭한 전통을2> 파괴하려 하도다 

。요莫 G녀灰쇼八고!度味 

©과■뱐公 

64. 그럼으로 너희들의 술책을 
의논하여 오라 오늘을 압도한 자 
가 승리자가 되리라 

65. 이때 그들이1> 모세야 네가 
먼저 던지겠는가 또는 우리가 먼 

| 저 던질까 라고 하니 

©々分述位多ii術士炎, 

66. 그가 말하길 너희가 먼저 던 
지라 하였더라 그때 그들의 밧줄 

^ 과 지광이가 그들의 요술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더라1> 

難수屬越죄섰賊，收% 
e\p消 

60-1) 12명의 마술사를 데려왔는데 각 마술사마다 밧줄과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브누 압바 
스는 해석하고 있다(알꾸르뚜비 214/11). 

! 63-1) 파라오가 살고 있는 애굽의 땅 
2) r따리까 알무쓸라」모범적인 제도，또는 훌륭한 전통이란 뜻이다* 즉「따리까」는 생활방법， 

1 제도，관습이란 뜻이고「무쑬라j 는「암쌀」의 여성명사로 본보기와 모범이란 뜻. 

1 我-1》마술사들이 

66-1) 파라오가 모집한 마술사들의 요술은 능란했다. 마술사들이 먼저 던진 밧줄과 지팡이가 구경 
| 꾼들에게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뱀처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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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그때 모세는 그의 심중에 불 
J 안함을 느꼈으니 선後味其k系炎 :: 

68. 하나님이 말하길 두려워 하 
| 지 말라 실로 네가 위에 있노라 

©•책K遊離 1 

69. 너의 오른손에 있는 것을 던 
져라 그것이 재빨리 그들의 요술 

J 과 마술의 술책이 꾸미는 것을 삼 
켜버릴 것이요 마술사는 그가 가 
는 곳마다 승리하지 못하리라 

於휀%消!외:교仏改 與 
©必塔i때沙:少 

70. 그러자 마술사들이 부복하면 
； 서 저희는 0}론과 모세의 주님을 

믿나이다 하더라 

71. 이때 그가1》말하길 너희는 
내가 허락하기 전에 그를 믿었느 
뇨 그는 바로 너희에게 마술을 가 

! 르쳐준 자이거늘 나는 너회의 손 
들과 발들을 엇갈리게 잘라 종려 
나무가지에 걸어 놓으리라 이때 
너희는 우리 가운데 어느 편이 보 
다 심하고 오랜 벌을 내리게 되는 

I 지 알게 되리라 하니 

必사과沒與秘匕%1 (3科p 여 

© 典與版延轉조災班 與H 샜切 

72. 그들이 말하더라 우리는 당 
통 신보다 우리에게 예증을 보여 주 
1 시고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을 좋 
J 아 하나니 당신이 결정한 대로 하 

소서 당신은 실로 현세의 생활만 
| 을 결정할 수 밖엔 없으리요 

할典妙;피心빠다쑈安대；作 
©때，읽必빼 t廣2私■폐 

73. 실로 우리는 주님을 믿으며 
! 우리의 죄와 당신이 강요하였던 
! 마술을 용서받을 것이니 하나님은 
1 선이요 영원하심이라 

i선^없以改與改■ : 

1 그것은 물론 요술에 지나지 아니 했으나 모세의 마음에도 조금은 그렇게 보였으리라. 그러 1 
] 나 모세는 모든것을 창조주에게 의지했다. ! 

j 71-1) 파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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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죄인으로 그의 주님께 온 자 
그를 위해 지옥이 있으니 그는 그 
안에서 죽지도 아니하고 살지도 

못하니라 

75. 그러나 선을 행하는 신앙인 
이 그 분께 올 때는 그들을 위해 
최고의 월계관이 있으며 

76. 아래에 물이 흐르는 에덴의 
천국이 있어 그 안에서 영생하리 
니 이는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정 
화한 자에 대한 보상이라 

77.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 하 
였으니 나의 종들을 데리고 밤중 
에 떠날 것이며1》그들을2> 위해 바 
다에 마른 길을 내어라 그리고 추 
격을 당할까3> 두려워 하지 말며 
익사하지 않을까 두려워 하지 말 
라 하셨노라 

78. 이때 파라오가 그의 군대를 
이끌고 추격했으나 바다가 그들을 

완전히 덮쳐 삼켜버렸노라 

79. 이리하여 파라오는 그의 백 
성을 방황케 했을뿐 바르게 인도 
하지 못했노라 

80.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하나님 
이 적으로 부터 너희를 구하고 시 
나이 계곡 오른편에서 너회에게 
약속을 맺었으며1ᅩ 너회에게 만나 
와 쌀와룰2> 주었노라 

占상^ 산與接썅《상成 
© 々多:ᄌ뇨 

⑥知넣흙화 
츙於士!安저版松 

^9^*1 c)1 소 그코J 

©나떠^我쇼篇 

夕化;患巧沙대 쑈쑈取i 述 
©나와G沙炎pa료於與與 C炎 

77-1) 애굽 
2) 이스라엘 자손들 
3) 파라오와 파라오의 군대가 뒤쫓아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80-1) 시나이(자발무사) 오른편，모세가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최초로 계시를 받은 장소이었고 또 
한 애굽으로부터 퇴거한 후에 율법을 받은 곳이기도 하다. 

2) “만나”는 꿀 종류를, “쌀와”는 가장 맛있는 새 종류의 고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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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푼 양 
식중에 좋은 것을1ᅭ 일용할 양식으 
로 하되 낭비하지 말라 이는 나의 
노여움이 너희에게 내려지지 않기 
위함이요 나의 노여움을 받은 자 
는 누구든 멸망하노라 

82. 실로 내가 관용을 베풀거늘 
회개하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그에게 관용을 베푸니 그는 바른 
길로 인도 받으리라 

83. 모세야1》무엇이 너로 하여금 
너의 백성에 앞서 서둘도록 하였 
느^2> 

84. 이때 그가 대답하길 그들은 
제 뒤에 오나이다 제가 당신께 서 
둘러 왔음은 당신을 기쁘게 하고 
자 했습니다1> 

85. 하나님이 네；다 없는 동안에 
우리가 너의 백성을 시험하였으니 

사미리 백성이 그들을 방황케 하 
였노라1> 

86. 그러자 모세는 크게 화를 내 
고 슬퍼하며 그의 백성에게로 돌 

6。쌌I폐;與도 匕 s쇄。與 
c노의4其0나4 占우쇼되笑과 

히 

明나《一K技 혀고최 改 

©셔^^고; 

펜와사身하齡此M 

3典&요巧I있 與供 
©내소'; 

81-1) 허락된 양식 

粉-1) 모세가 산상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길 
2) 본 절은 모세가 40일간을 산상에 올라가 있올 때의 일이다(제2장 51절 참조). 모세는 아론과 
함께 장로들을 두고 떠났다(출애굽기 24장 14절). 한편 모세가 산상에서 무아의 경지에 있 
을 때 그의 백성들은 밑에서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 즉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 

상을 숭배하였던 것이다(Abdullah Yusuf Ali, The Glorious Kuran, p.806 Note No.2604). 

84-1) 모세는 먼저 서둘러 오게 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한 후 백성들에 앞서 서둘러 오게 된 이유 
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갈망하였기 때문이라고 대답 
하였다. 

紋-1)「사미리」는 황소를 숭배하는 백성 가운데의 한 마술사였으며 위선자였다고 해설가들은 풀 
이하고 있다. 모세가 산상에 올라가면서 그의 형제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 관한 일을 
위 임하고 하나님 께 순종하라 하였다. 그런데 모세가 떠난 다음「사미 리ᅪ 는 금송아지를 만 
들어 사람들을 불러 모아 송아지를 숭배하도록 하였으니 모세가 이들을 떠난 20일 후에 이 
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과씨르 제8권 p.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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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와15 백성들이여 주님께서 좋은 
약속을2》하지 않했더뇨 그 약속이 
너희에게 오래된 것 같이 보였더 
뇨 아니면 주님의 화가 너희에게 
내려지기를 원했느뇨 너희는 나와 
의 약속을 깨뜨렸노라3> 

87. 그들이 대답하길 저희의 능 
력으로써 스스로 당신의 약속을 
깨뜨리지 아니 했나이다 백성의 
무거운 장식품들을1> 옮겨야만 했 
기에 그것을 불속에 던져버렸고 
그것은 사미리인이 제시한 것01었 
습니다2> 

88. 그리하여 그가1> 그들에게 송 
아지2ᅭ 한마리를 형상화하니 소의 
울음소리3> 같더라 그리고 말하길 
이것이 너희들의 신이며 모세의 
신 이었는데 그가4ᅩ 잊었노라 

89. 그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대 
답도 못하며 그들을 해롭히거나 
이톱게 할 ol무런 힘도 없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값起■수빼次讀 
예^파성炎^成射 

藏、⑷J3 故겄珍;.3 以교例保 
合뇨制 JJ덱必以起^ 

效 i加왜그奴名%炎 

4 ■빼 

90. 이전에” 이미 <아론：이2> 백성 

粉-1) 40일 동안을 보내고 구약성서를 계시받아「뚜르』산으로부터 모세가 돌아왔을 때 송아지를 
숭배하는 그의 백성들을 보고 너무나 슬퍼 화가났다. 

2) 좋은 약속이란 “길이요 빛이 되는 구약성서를 계시하겠다는 약속을 가르킨 것으로 본다” 

3) 모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모세의 전통올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위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송아지를 숭배하여 약속을 깨뜨렸다고 아부 하이얀은 해석하고 있 
다(알바흐르 268/6). 

87-1) 파라오의 장식품 및 귀금속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빌렸던 장식품들이 
었다고 풀이되고 있다. 

2) 사미리의 명령에 따라 불 속에 던졌다고 해석되고 있다. 

88- 1) 사마리 사람 
2) 최영길. 꾸란해설 제4부 p.40. 7장 148절 
3) Ibid 
4) 모세 

89- 1) 송아지 

90- 1) 모세가 그들에게 돌아오기 전에 
2) 아랍어로는 하룬이라 발음한다. 

; No.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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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이여 실로 너희가 그것으로3) 시 
험을 받았노라 너희의 주님은 가 
장 자애로우신 분이시라 그러므로 
나를 따르고 내 말에 순종하라식 

©切離5接紙^錄 

91. 이에 그들이 말하길 모세가 
1 우리에게 돌아올 때까지 그것을 
1 숭배함에 멈추지 않으리라 

®"四接※대與 

92. 그가1》말하길 아론이여 방황 
! 하는 그들올 보고서 무엇때문에 
1 주저하고 있었느뇨있 

93. 너는 왜 나를 따르지 아니하 
1 고 나의 명령을시 거역했느뇨 ©(버^^ i 

94. 이때 아론이 대답하길1} 내 
'i 어머니의 oi돌이여 나의 수염과 
； 나의 머리카락을 붙잡지 마소서2》 

나는 실로 당신께서 네가 이스라 
엘 자손들을 분열시켰고 나 모세 
의 명령을 기다리지 아니했다 말 

; 할까두렵나이다 

必<三#功!노◎技윳와i쑈향接12心3남 ' 

95. 모세가 사미리에게 너의 목 
5 적은 무엇이뇨 라고 말하니 

化 : 

3) 송아지 
1 4) 나를따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되 송아지를 숭배하지 말라. J 

92-1) 모세 ■ 
1 2) 모세의 백성들은 모세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치 아니했다. 그런데 모세가 다시 돌아 

왔을 때 모세는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그의 백성들을 보고서 분노와 슬픔에 찬 i 
어조로 아론을 나무랬다. j 

요 93-1) 모세가 o}톤에게 일러둔 것은 꾸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모세가 그의 형제 아론에게 말 
했으니 “나의 백성의 일에 있어 나를 따라 의롭게 살되 해악올 끼치는 자들의 길을 따르지 § 

말라， 1 
分4-1)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I 2) 모세가 산상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 만올 
따르도록 백성들에게 촉구하라는 요구를 아론에게 남기고 떠났다. 그러나 모세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송아지를 숭배하고 백성들올 보고 화가난 모세는 오늘손으로 아론의 머리를，왼 
손으로 턱수염을 세차게 잡아 당겼다고 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샤프와트 타파씨르 % 
제8권 p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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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사미리가 대답하길 저는 그 
들이 보지 못한 것을1》보고 그 사 
자의2> 발밑에서 한 줌의 흙을 집 
어 송아지에게 던졌습니다 제 영 
혼이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97. 모세가 사미리에게 물러가라 
그대는 평생 동안 내게 손대지 말 
라고 말할것이라1> 어김없는 약속 
이2ᅮ 네게 올 것이라 네가 숭배했 
던 너의 신을3》보라 하나님이 그 
것을 화염속에 불태워 산산히 바 
다에 뿌릴 것이라 

98. 그러나 너희의 신은 하나님 
뿐이거늘 그분 외에는 신이 없으 
며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라1) 

99. 이렇게 하나님은 그대에게 
있었던 이야기를1> 들려주었고 메 
세지도2ᅭ 주었노라 

100. 이로부테> 등을 돌리는 자 
는 누구든 심판의 날에 무거운 짐 
을 질 것이며 

101. 그들은 부활의 그날까지 무 
거운 짐을 지고 살 것이라 

x◎上玉》네jGi여고니 舌 

상고요必^요^^^^ 요^IS 
© 빛 J,延1수3었 ‘육多沒聲“多^ 

© 많仏첫서Mi섟必在최切j公此ᄃI 

폐成;I英:射;©。碑냐성 ^ 
炎 비。 

©遇혀與能획와谷始 

©빼!浴次切在* 

961) 가브리엘 천사를 일컫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8권 P.69). 
2) 가브리엘 천사加id) 

971) 사미리와 그의 무리는 만질 수 없는 문둥병 환자가 되는 현세의 벌로써 그는 물론 다른 사 
람들을 만질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를 멀리 하였다고 풀이하고 있으며 (A_lah 
Yusuf Ali, c포). cit, p.810 Note No.2622) 이브누 압바쓰는 하나님께서 사미리 백성에게 벌 
로써 사람들을 만지지 않도록 하고 또 사람들이 그를 만지지 아니 하도록 현세에서 벌을 
내렸다고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on dt, 제8권 다09乂. 

2) 하나님의 노하심과 내세의 옹벌(제20장 81절 참조) 
3) 송아지 

98- 1) 본 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한 것으로 신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다• 

99- 1) 모세와 파라오 왕과의 있었던 이야기와 선조 예언자들의 이야기 
2) 꾸란 

100-1) 꾸란과 그 안의 모든 말씀에 대한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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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나팔이1ᅩ 울리는 그날 하나 
님은 죄지어 두려움에 찬 푸른 눈 
을 한 죄인들을 불러 모으리라 

103. 그들은 낮은 소리로 너희는 
열홀 외에는 체류하지 않을 것이 
라고 속삭이나 

104.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 
을 알고 있노라 그때 그들 중에 
약삭빠른 자가 너희는 겨우 하루 
머물렀을 뿐입니다 하더라 

105. 그들이 그 산들에 관하여” 

묻거든 일러 가로되 나의 주님께 
서 그것들을 조각으로 부수어 먼 
지로 흩어지게 하시라 

106. 그렇게 하여 그분께서는 그 
것들을 평지로 남겨둘 것이라 

107. 그대는 그 안에서 낮은 곳 
도 높은 곳도 보지 못하리라 

108. 그날 사람들은 굴곡이 없는 
하나님의1> 부름을 따라갈 것이며 
모든 소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 
하매 그들의 조용한 발딛는 소리 
외에는 듣지 못하리라2ᄉ 

(■I公公히h되 I 

©想 겠裝犯화:藏택 

4松冬與:版o,起; 

다고i多“ 冬든요. 
© I느冷31유三3잇 

102-1) 미스라필 천사가 부는 두번째 나팔로 이날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러 모으니 그 죄인들의 
눈들은 새파랗게 질려 있고 그들의 얼굴은 검은 얼굴이라고 꾸르뚜비는 풀이하고 있다(알 
꾸르뚜비 244/11). 

105-1) 사람들이 심판의 날 산들은 어떤 상태로 있을 것인가 질문할 때에 대답하여 일러 가로되， 

108-1) r다이」는 *•부르는 자”란 뜻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이스라필」천사가 나팔을 불 때 가 
브리 엘 천사가 사람들을 부르게 된다. 

2) r미스라필」천사가 나팔을 크게 불고나면 “일어서라” 하는 조용한 천사의 목소리가 들리 
니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입을 다물며 오직 부르는 쪽으로 조용히 걸어가는 소리밖엔 
들리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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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그날에는 어떤 중재도 효용 
이 없으되 하나님이 허락한 자는 
제외라 그분은 그의 말에 기뻐하 

I 시니라 

(冗폐 fc때빼 
©성산 : 

110. 그분은 그들 이전에 있었던 
것과 그들 이후에 있었던 것을 알 
고 계시나 그들은 그분에 관하여 
지식이 없노라 

©從化와少렉%獨며 

111_ 그 얼굴들은1> 영원히 계시 
는 하나님 앞에서 초라해지며 불 
신했던 자는 실로 절망하노라와 

피3그은戶;技" 넣와 {多앳 

112. 그러나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는 절망도 보상의 손실 
도 염려하지 않노라 

113.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아랍 
어로 꾸란을 계시하였고 그 안에 
서 여러 가지로 경고를 했으니 이 

! 로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공경토록 했노라 

© j※孤쇼多^化多?※2 

114.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 
시며 왕이요 진리이시니 그분의 

용 말씀이 종료될 때까지 꾸란의 계 
시를 서둘지 말고1> 주여 저에게 

|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占士다、:화 V 公。남;'도화‘의必 ^ (호도® 
© 切용호兒，든j 보?!(가1는 

115. 오래전에 하나님이 아담에 
' 게 성약을 했으나1》그는 그것을 

! in-1) 하나님을 불신했던 자들의 얼굴 
2) 다른 절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불신한 자들의 얼굴들이 저주를 받느니라" 

114-1) 가브리엘 천사가 그대에게 꾸란을 읽어줄 때 천사와 함깨 읽으러고 서둘지 말고 경청하며 
1 인내하라. 그리고 천사가 읽고나면 그대가 따라 읽으라. 꾸란이 계시될 때 선지자 무함마 
1 드는 가브리엘 천사를 쫓아 서둘러 읽으려 하였는데 이는 계시된 꾸란올 암송하여 잊지 

아니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금하였다고 이브누 암바스는 풀이하 
i 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op. dt, 제8권 p/73). 이는 다른 절에서도 보완되고 있다• 
| “서두르기 위하여 그대의 혀를 움직이지 말라”(Ibid) 

ᅭ 115-1) 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지 말라 명령하였으나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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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었더라 그러나 그에게서 고의성 

을 발견하지 못했노라2> 

116. 그때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아담에게 부복하라]) 하매 이블리 
스를 제외한 모두가 부복하였더라 

117.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이것이1ᅩ 바로 너와 네 아내의2ᄉ 적 
이라 그가 너희를 유혹하여 천국 

에서 쫓아내 너희를 불행하게 하 
려 하노^3> 

118. 그곳에서 너희가 굶주리지 
아니하고 헐벗지 않으리라 

119. 그곳에는 갈증도 없으며 뜨 

거운 열사도 없노라 

120. 그러나 사탄이 아담아 내가 

너를 영생의 나무와 불멸의 왕국 

으로 안내하여 주리요 라고 속삭 

였더라 

121. 그렇게 하여 그들이1》그것 
을2> 먹으매 그들의 벌거벗음이3》 

그들에게 나타났더라 그러자 그들 
은 천국의 나무 잎으로 그곳을 가 

리기 시작했고 아담은 그의 주님 
의 명령을 배반했으니 그는 방황 

하게 되었더라 

2) 그렇게 하려는 결심 즉 의도가 없었다. 

혹혼炎今溫疏必고화향s 
©<》죄0《노 

때段，藏; 

융^^^^ 증 
©꽤‘於녀 

t浴^⑷ 媒다상o 兵故妙I 

116- 1) 인사하고 은혜를 베풀라는 뜻으로 7회에 걸쳐 언급되고 있다. 

117- 1) 이블리스 
2) 이의 아랍어로 하와로 발음한다. 
3) 사탄의 유혹으로 아담 네가 천국으로부터 나간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함에 피곤할 것이라 
실로 그곳은 피곤하지 아니하고 고생하지 아니한 안락한 생활이니라(알무크타싸르 49分公). 

121-1) 아담과 하와 
2) 하나님이 금지한 나무의 열매 
3) 아담과 이브는 빛으로 몸을 가리우고 있었다고 r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아부 알 
싸우드 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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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그러나 주님은 그를 선택하 
1 셨고 그는 그분에게 회개하니 그 
1 분은 그를 인도하셨노라 

1幻. 그분께서 너희 모두는" 여 
기서2> 나가라 서로가 서로에게 적 
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복음 

: 을$ 보낼 것이라 나의 복음을 따 
르는 자는 방황하지 아니하고 불 
행하지 않을 것이라 

^與炎^與難說갖자나여 

124. 그러나 나의 교훈에1> 등을 
^ 돌리는 자는 누구나 궁핍할 것이 

며 심판의 날에 우리는 그를 장님 
으로 만들어 부활케 하리라 

쇼T간“i 

起收故均 

125. 그때 그가” 주여 왜 저를 
장님으로 부르셨나이까 저는 시력 

이 있었나이다 라고 하니 

松治一敎多與此남 

126. 그분께서 말씀하사 우리가 
1 너에게 예증을 보냈으나 너는 그 
1 것을 무시했으니 오늘은 네가 무 
； 시 당하리라 

©々향과源빠않최4技保 

127. 하나님은 방탕한 자와 주님 
1 의 계시를 믿지 아니한 자에게 보 
상하매 내세의 응벌은 한층 심하 

" 고 계속되니라 

삳述移典如했一;W향我技 
: 

128. 하나님이 그들을1> 위한 예 
! 증으로 얼마나 많은 세대를 멸망 
1 케 하였더뇨 그들이 지금 그 거주 

(I於^以；，■效^ : 

▲넓최故t參 U ' 

1 123-1) 아담과 하와(이브) 

ᅤ 2) 천국에서 대지로 
1 3) 성서들과 선지자들 

1 124-1) 선지자들에게 계시한 율법과 그 안의 규범 1 

1 125-1) 불신자 

I 128-1) 선지자들을 거역한 메카의 불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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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에서2> 살고 있지 않더뇨 그안에 
1 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예 
1 증들이 있노라 

129. 그들을 벌하는 시기와 기간 
1 을 유예하는 말씀아 없었더라면 
3 이미 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 
| 라 

©(多^■淑^쇼고其抄; : 

130. 그러므로 그대는 그들이1〉 
말하는 것에 인내하며 태양이 뜨 
고2> 지기전에3> 또 밤에4> 그대의 

; 주님을 찬양하라 낮에도5) 그분을 
찬미하라 그대에게 기쁨이 있을 

1 것이라 

져心‘;多; 

©C廣고逆 :; 

131. 하나님이 그들중 일부에게 
준 현세의 영화에 눈을 돌리지 말 
라 실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그들을 시험하노라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가장 좋은 것이요 영원한 

| 것이라 

離符디S我與幻以외答(앞述 , 

©최%빠K必難，!보1 : 

132. 그대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 
리고 그것에 인내하도록 하라 하 

1 나님은 그 양식을 구하지 아니하 
고 양식을 베푸노라 내세의 열매 

, 는 경건한 자를 위한 것이라 

® (J: 

133. 그들이 말하길 그는1> 왜 우 
리에게 그의 주님으로부터 예증을 
보이지 않느뇨 라고 하나 이전의 

J 성서에서 그들에게 예증이 이르지 
아니 하였다 하더뇨2> 

之策以^^^와 변第 :; 

5 2) 아드와 사무드의 거주지 

1 13(ᅡ1) 불신자들 
I 2) 파즈르 예배 

3) 아스르 예배 
4) 이샤 예배 

1 5) 주흐르와 마■그립예배 

1 133-1) 무함마드 1 
| 2) 지나간 세대의 소식들을 담고 있는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꾸란이 이르지 아니했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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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만일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 
로 멸망시켰다면 주님이시여 당신 
께서 저희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다 
면 저희는 분명히 불명예와 수치 
를 갖기 전에 당신의 말씀을 따랐 
으리라고 그들은 말할 것이라 

135. 일러 가로되 우리 각자는 
기다리고 있나니 너희도 기다리라 
누가 옳은 길을 걷고 있으며 을바 
른 길로 인도되는가를 곧 알게 되 
리라 

삐삶^니쌌내®少 
與※狀:i뺐고:獨犯5 

은피워고技예삯 

뇨? 부활의 날까지 남아 있올 하나님의 기적은 꾸란이라고 해석되고 있다(알바흐르 알무 
히뜨 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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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에서 계시된 112장으로 이슬람의 기본원리에 관한 주제로써 
메세지，신의 유일성 및 부활과 보상에 관하여 다루면서 동시에 종말 
과 그의 위험，부활과 그 상태, 선지자 및 예언자들에 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본장의 개요를 보면 인간은 종종 꾸란을 조롱하고 때로는 멸시하고 
있으나 심판은 반드시 오게되어 있으며 진리가 승리한다는 필연성을 
제1절〜29절까지에서 다루고 있다. 신의 약속과 신의 보호와 은혜 그 
리고 정의의 확실성을 30〜50절 사이에서，아브라함이 어떻게 우상숭 
배를 탈피하여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51ᅳ效절까지에서, 비록 때가 
이르기 전에 선을 실천하였다 하더라도 심판이 이를 때는 선과 정의 
만이 승리한다는 것을 94~112절까지에서 다루고 있다. 예언자 및 선 
지자들에 관하여 때로는 길게 때로는 짧게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어 
본장이 “안비야”(예언자들)장이라 불리워지게 되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9권 op. dt,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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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장 

우시고 자세^우신 
^나님의 이름으로 

1. 그들에 대한 계산이1> 가까왔 
으되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등을 돌리도다2> 

2.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메세지가1ᅮ 이를 때 마다 그것을2》 
조롱하며 듣고 있노라 

3. 그들의 마음은 경박하고1> 죄 
지은 자들은2> 그들의 밀담을 숨기 
며 이사람은3ᅮ 너희와 같은 인간이 
아니뇨4) 너희는 요술을 보면서 그 
에 응하느뇨5) 

4. 그대여 말하라1> 나의 주님은 
천지에서 속삭이는 모든 것올 아 
시나니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 
고 아심이라2ᅭ 

5. 보라 그들은 말하기를 그것은1》 
꿈의 착란에서 온 것으로 그가2> 

O▲玄찾 I 切巧-公 

나여샜匕^必하 
必々少- 

여與棟고와切 

©心秘 

©칡I淨“나요〜切난麻候攻》 

\1셀드요도요⑵스左■고체및 남0? 

1-D 인간이 행한 모든 업적에 대한 계산 
2) 언제，어디서，어떻게 찾아들지 모르는 죽옴이 창조주가 계획한 인간의 운명이건만 인간은 
그것을 망각하고 또한 인간의 새로운 삶이 있으며 제 이의 삶으로 인도할 계시를 주었지만 
망각하고 있다. 

2~1) 무흐다스 : 새로운 계시 
2) 꾸란. 새로운 교훈이 불신자들에게 계시 될 때마다 그들은 무지한 행위를 계속하였다고 하싼 
은 풀이하고 있다(알꾸르뚜비 268/11). 

3-1) 메세지의 의미를 숙고하지 아니하고 
2) 불신자들 
3) 무함마드 
4) 메세지라 주장한 무함마드는 음식을 먹고 시장 거리를 걷는 너희와 똑갈은 한 인간이 아니 

5)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꾸란이 무함마드의 마술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불신자들이 생각한 
이유는 천사가 아니고는 선지자가 될 수 없다는 그들의 아집으로 계시된 꾸란 역시 마술에 
의한 것이라 고집하고 있다고 알울루씨는 풀이하고 있다<알울루씨 9/17). 

4~1) 무함마드여 ᅭ 
2) 인간이 말하는 모든 것 또는 행동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며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 즉 그들에 
대한 경고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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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것을 날조한 것이며 그는 시인 
이라 그렇다면 예언자들이 선조들 
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증을3> 보이라고 하더라 

6. 하나님이 멸망시킨 고을의 어 
1 느 백성도 믿지 아니하였는데 그 
| 들은 믿겠느뇨 

© ‘■회 

3 7. 하나님이 그대 이전에 계시를 
! 내린 선지자들도 사람이었거늘1》 
? 백성들이여2> 너희가 알지 못한다 
1 면 메세지를 0}는 이들에게3> 물어 

i 폐 

必혁설被薄及雜比:嚴 

8. 하나님은 그들이1> 음식을 섭 
취하지 아니한2> 몸으로 만들지 아 
니 했으니 그들도 영원히 살지 못 

1 했노라 

⑭1石%5 

©용 

9. 그런 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이행하사 그분이 원했던 
대로 그들을 구하고 사악한 자들 

| 을 멸망시켰노라1〉 
셌 1 

10.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너희를 
' 위한 말씀으로 한 성서를 보냈으 

되 너희는 아직도 알지 못하느뇨1> 

상故■■■突硬려 ! 

1 5-1) 꾸란 혁 
1 2) 무함마드 S 
1 3) 모세가 보여주었던 지팡이의 기적이나 살레의 암낙타 기적 갈은 예중. ^ 

1 7-1) 계시받은 이들은 천사가 아니라 사람들이거늘 I 
1 2> 메카 주민들을 일컬음 y 
1 3) 구약과 신약을 연구한 학자들에게 이전에 도래했던 선지자들이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천사 j 
1 들이었는가를 물어보라. 

1 8-1) 이전의 선지자들 ? 
| 2)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는 천사들처럼 j 

| 9-1) 메카 백성들에 대한 경고 1 
5 10-1) 람 : 강조로써 아랍백서들이여! 실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가 사용하는 아람어로 어 
1 떤 성서의 은혜와도 비유 될 수 없는 큰 은혜인 꾸란의 성서를 보내주었건만 너희는 이 은 1 

혜를 깨달아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것을 믿어 신앙인이 되려하지 않느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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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하나님이 죄지은 백성을1> 얼 
마나 많이 멸망시켰으며 그후에 

I 다른 민족을 얼마나 많이 세웠더 

뇨 

덕빼며빼고여建 ! 

著%今 

12. 그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벌 
을 알자 그때 그들은 서둘러 도망 
했노라1ᅩ 

©必化여빼，와雜 

13. 도주하려 말고 너희에게 주 
어졌던 현세의 기쁨과 너희의 주 
거지로 돌아오라 아마도 너희는 
질문을 받으리라 

혀灰빠빠1 엑約 
©쇠，效J 

14. 이때 그들은 슬프도다 실로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1> 라고 하 
매 

接齡疏생명 

15. 하나님이 그들을 낫으로 베 
어논 사멸한 식물처럼 만들때까지 
그들의 그 절규는 그치지 아니 하 

더라 

©육다;혹 J나며* 

16.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사 
1 이의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은 장난 

이 아니라 

다; 최文』紙炎 

17. 하나님이 향락을1> 누리고자 
원했더라면 그분의 것으로 그렇게 
하셨으리라 그분은 행하시는 분이 
시기 때문이라 

방교，湖。。꽤넸接피就抄 

18.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고 허 

1 11-1) 하나님의 메세지를 불신하고 그분이 선택한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부정한 백성들. 

1 12-1) 회개하고 속죄할 기회가 있을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메세지를 거역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 
의 노하심을 알아차린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부터 피하여 도망하려 햇음이 다음 

1 13절에 계시되었다. § 

1 14-1) 창조주를 불신하고 선지자들에게 거역한 죄인들. 

17-1) 창조주가 자손을 두었다는 불신자들에 대한 대답이라고「이브누 압바쓰j 는 풀이하고 있다. 

즉 창조주께서 아내와 자손을 원하였다면 천국에 있는 여성(후르 아인)이나 천사들 중에서 
가질 수 있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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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위에 진리를 던지니 그것의 머 
리가 부수어지더라 위선은 망하고 
너희가 묘사한 것에는1> 재앙이 있 

1 노라 

©必#내，; 

參 

19.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 
에 속하며 그분 가까이에 있는 천 
사들은 그분을 경배함에 거만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않더라 

쑈⑮與反;i接化벼난《犯 
® O;그一다5가5次k：》 

20. 그들은1》밤낮으로 그분을 찬양 
{ 하면서도 기력이 쇠퇴하지 않더라 

© 오식짓3더A3회그多다 

21. 그들은 죽은자를 살게할 수 
있는 지상의 신을 선택했단 말이뇨 ® G义乂⑶々■文화고 

22. 만일 그 안에1》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었다면 그 둘2)은 
붕괴하였으리라 옥좌의 주님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묘사하는 
것 위에 높이 계신 하나님만을 찬 
미 하라 

起由꾀도13 別1넣t在6妙 
© 6☆괘三^ l에 

23. 그분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는 질문을 받지 아니하나 그들은 
심문을 받니라 

©々과—公과松炎逆f 

24. 그들은 그분 외에 다른 신들 
을 숭배하느뇨 일러가로되 증거를 
가져오라 이것은 나와 함께 한 메 
세지요1> 내 이전에 있었던 이들의 
메세지라2〉그러나 그들 대다수는 

功있쏘句) 知없쑈나 
必:X닢0계一 6갓“ 在分別고 
여과多»와 

18-1) 21장 器절에서 창조주에 비유되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과，21장 沈절에서 하나님은 아들이 
있으며, 16장 57절에서는 하나님이 딸을 두었다는 둥 창조주를 모욕하는 다른 묘사둥올 가 
르킨다. 노 

20-1) 천사들 

22-1) 천지안에 
2) 하늘과 대지 

24-1)「꾸란」 | 
2) r구약 및 신약」 } 
신약이나 구약 그리고 꾸란에서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없는데 너희의 우상숭배는 어디 
에 근거를 두있느뇨?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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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등을 돌리 
더라 

25. 그대 이전에 선지자를 보내 
어 계시를 내릴 때도 나 외에는 
신이 없나니 나만을 경배하라 하 
였노라 

26. 하나님께서 자식을 두셨다 
불신자들이 말하고 있도다11 하나 
님이여 홀로 영광받으소서 그들은2> 

존경받은 종들입니다 

27. 그들은1> 하나님 말씀 이전에 
행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분의 명 
령에 따라 행동할 뿐이라 

28. 그분은 그들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라 그들은 그분이 허락하는 자를1> 

제외하고는 중재하지 아니하니 그 
들은2〉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 
노라 

29. 그들 가운데1> 그분 아닌 내 
가 신이라 말하는자 있다면 하나 
님은 그를 지옥으로 보상하며 죄 
인들에게도 그와 같이 보상하리라 

30. 불신자들은 하늘과 땅이 하 
나였음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은 

氣다務:처光&죄。比S版 
©一^縱今i 쟁 

裝必떠此;狀到沒^延 

© 今;玉;s드我必혹엊 

y(그?혹'5 公은;、乂文견 

义.爲私;枝있想爲換^ 

26- 1) 불신자들은 천사들을 하나님의 딸들이라 묘사하면서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후스나이니 무 
함마드 마클루직 꾸란어휘해설，다루 알피크르，카이로，1956, p.1982). 

2) 천사들 

27- 1) 천사들 

28- 1)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 
이브누 압바스는 쉬하다의 가족으로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선서한 신앙인들이라고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op. cit, 제9권 p.9). 

2) 천사들 

29-1) 천사들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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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과 땅을 분리하고” 물을 모든 
생명체의 근본으로 두셨으나 그들 
은 믿지 아니하려 하느뇨2) 

31. 하나님은 대지위에 산들을 
고정시켰으니 그것이1> 동요치 못 
하도록 함이며 또한 하나님이 그 
안에 넓은 도로를 두어 그들이2》 
인도받도록 하노라 

32. 하나님은 하늘에 잘 보호된 
지붕을]) 두었노라 그들은 아직도 
그것의 예증에2》등을 돌리고 있느 
뇨 

33. 그분께서 밤과 낮 태양과 달 
을 창조하시니 모든 것이 그 안에 
서 궤도에 따라 운행하노라 

34. 하나님은 그대 이전에 어떤 
인간에게도 영생을1》부여하지 아 
니 했거늘 또한 그대도 영원할 수 
없으매 그들이 영원할 수 있겠느 
뇨 

30- 1) 하늘과 대지는 하나로 되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이를 분리하여 하늘은 현재의 그곳으로 
올려보내고 지구는 현재의 그대로 두었다는 뜻으로 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교수는 풀이하 
고 있다. 한편 하산과 쿠타다 학자도 같은 해석으로 하늘과 대지 사이를 공기로 분리하였다 
고 말하고(알꾸르뚜비 283/11)，「이브누 압바스」는 최초에는 하늘도 닫혀 있어 비가 내리 
지 아니했고 대지도 닫혀있어 식물이 생성치 아니 했으나 하나님께서 하늘과 대지를 분리 
하여 하늘로부터는 비를 내리게 하고 대지로부터는 식물이 생성토록 하였다고 해석하고 있 
다(자드 알마씨르 348^5). 

2) 그래도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려 하느뇨 

31- 1) 산들 
2) 사람들 

32- 1) 하늘은 대지를 위한 지붕처럼 두어 그것이 떨어지는 것을 막도록 하였으나 
2) 하늘과 대지，태양과 달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한 창조주의 존재와 그 능력. 만일 인간 
이 이 모든 피조물을 보고 그 운행질서와 밤과 낮의 변화둥 우주의 질서를 한 순간 만이라 
도 숙고하여 본다면 분명 위대한 창조주 유일신이 있다는 신념이 확립되면서 그 창조주와 
비교될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련만 그러나 불신자들은 외면하고 있다고 꾸르뚜비는 
덧붙이고 있다(알꾸르뚜비 285/11). 

34-1) 여기서 영생이란 현세에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가르킴. 

상接多故如路端避故:;賊r 

起故^여—■폐 
©빠섰次妙파 

폐떻대以3 松石 

$혀、괴必物; 的、取해與 
® 최季 a 

따與 心빠身빠요 
©6폐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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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맛보게 
되며 하나님은 너희를 악과 선으 
로 시험하리니1> 이때 너희는 하나 
님에게로 귀의하노라 

36. 불신자들이1ᅵ 그대를 볼 때면 
너희의 신들을 비방하는 자가 이 
사람이뇨 라고 그대를 조롱할 따 
름이라 실로 그들은 하나님을 거 
역하는 불신자들이라 

37. 인간은 성급한 속성으로 창 
조되었노라 내가 지금 그대에게 
나의 예증들을 보여주리니 서둘지 
말라 

38. 너희가 진실한 자들이라면 
언제 이 약속이 오느뇨1》라고 그 
들이2> 말하리라 

39. 만일 불신자들이 그들의 얼 
굴로부터 그리고 그들 뒤로부터 
불을 막을 수 없다는 시기를 알았 
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겠느뇨 

40. 그렇지 못하리라 그것이1> 갑 
자기 그들에게 도래하여 그들을 
혼란케 하니 그들은 그것을 막을 
힘이 없으며 유예되지도 않노라 

41. 그대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 

©故나회◎내故多 

⑯슝U 괘 G乂소조※'교; 

35- 1) 강하고 부드럽게，때로는 튼튼한 건강을 부여하고 때로는 병들게 하며, 때로는 부유하고 가 
난하게, 때로는 허락된 것(할랄)과 금지한 것(하람)으民 때로는 순종과 거역함으로^ 때로는 
인도하거나 방황케하여 인간을 시험한다고 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알무크타싸르 
508/2). 한편 이브누 제이드는 인간이 좋아하는 것으로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감사하는지 
때로는 인간이 싫어하는 것으로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인내하는지 시험한다고 해석하고 있 
다{이브누 알자우지 350$). 

36- 1) 아부 자홀 및 그의 무리들 같은 메카 꾸레이쉬 부족중의 불신자들. 

38-1) 불신자들 
2) 무함마드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무슬림들을 조롱하고 험담하기 위한 방법으 
로 44무합마드가 약속한 벌이 언제 우리에게 이를 것인가?” 라고 불신자들이 묻는 질문이다. 

40-1) 내세 및 종말 또는 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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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 조롱을 당했으나 조롱을 하던 
그들이 조롱했던 것에 에워싸이고 
말았노라 

42. 일러가로되 밤과 낮으로 누 
가 하나님의 노여움으로부터 너회 
를 지켜 주겠느뇨 그러나 그들은 

^ 아직도 그들의 주님을 염원함에 
1 둥을 돌리고 있노라 

成巧 낭보他마;必炎旣씼 

43. 아니면 하나님 외에 그들을 
" 지켜 줄 신들이 있느뇨 그것은 그 
들 스스로를 도울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보호도 받지 못하노라 

見디이갰巧⑵功必그 

f 44.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과1ᅮ 그 
들 선조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 

； 어 오래 살도록 했으되 우리가 지 
상을 찾아와 그의 측면으로 부터 
축소해감을 그들은 알지 못하지 

[ 않느뇨 그런데도 그들이 승리자들 
i 이라 할 수 있느뇨2) 

:넸以 사仏■'그 W : 
여샷챤，典빠政^ : 

45. 일러가로되 실로 나는 계시 
:!" 에 의하여 너희들에게 경고할 뿐 

이라 그러나 귀머거리는 경고하는 

；；： 부름을 들을 수 없노라 
:iv 

於如 聲셨노與넜取쑈 

46. 그러나 주님의 조그마한 벌 
3 만 그들을 스쳐가도 우리에게 재 

앙이 있다니 분명 우리가 죄인들 
: 이라 하더라 

| 

强■※너고^대# 닛; 

@ 紙1호治! 

43- 1)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우상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믿는 우상숭배자들을 보호 할 수 있 
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옹벌올 막아 주겠느뇨? | 

44- 1) 불신자들과 그의 선조들 2) 그들이 사는 고올과 그들의 선조들이 기거했던 대지를 선지자와 무슬림들로 하여금 승리하 
게 하였고 또 승리하도록 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 불신자들은 알지 못하고 그들이 승리자들 
이라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느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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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하나님은 심관의 날 공정한 
= 저울을 준비하나니 어느 누구도 
: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함 

이라 비록 겨자씨만한 무게일지라 
도 그분은 그것을 드러내 계산하 
리니 계산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 

) 니라 

，빼뺐빼，雄; 1 

、以4》多》〔하至와^보，아냐호 t 

®《나다代뇨 

48.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식별의 증표를” 주었나니 이는 경 
건한 이들을 위한 빛이요 교훈이라 

49. 그들 심중에 주님을 두려워 
하는 자들은 운명의 시각을 두려 
워 하노라 

犯내收고;々 

it 50.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 
한 축복받은 메세지이거늘 너희는 
그것을 거부하겠느뇨 

©心於인典망년쒸端公해山 

51. 하나님은 이전에1} 아브라함 
에게 지침서를 주었으며 그를 잘 
아시 노^^ 

베와교려舞、교 

I 5Z 그때 그는1》그의 아버지와 
백성에게2> 여러분들이 숭배하는 

_ 이 우상들이 무엇이뇨 라고 말하 
| 였더라 

切與없仏©5#一☆쌔때 

©6多冬 1 

53. 이때 그들은 우리 선조들이 
그것을 숭배했노라고ᄇ 말하자 

® \우5 \P^ 

48-1) 진리와 부정，선과 악을，빛과 암흑을 구별하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꾸란 역시「푸르깐J 이 
라고도 불리우고 있다. 본절에서 의미하는「푸르하 은 모세에게 계시한 구약(타우라)을 의 

! 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제2장 53절 참조). 

1 50-1)「꾸란」 

1 51-1) 그가 어렸을 때 
2) 아브라함은 진실한 믿음의 뜻을 함유한「하니프」명칭과(제2장 135절 참조), 하나님의 친구 

1 라는 뜻을 가진「칼릴룰라」라는 칭호를 받은 예언자였다(제4장 1述절 참조). 

복 我-1) 아브라함 
I 2) 그의 아버지 아자르와 불신자들 

^ 53-1)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그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은 그들 선조들의 전통에 따른 
1 것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었다고 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알무크타싸르 5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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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그가 말하길 여러분과 여러 
분의 선조들이 분명히 방황했노라 

55. 그들이 말하길 네;다 우리에 
게 진실을 말하느뇨 아니면 우리 
를 조롱하느뇨 

56. 이때 그가 말하길 너회의 주 
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거늘 
내가 그것을 증명하는 한 중인이 
라 

57. 하나님께 맹세하사_ 나는 너 
회가 등을 돌리고 떠난 후에 너회 
우상들에 대항하는 계획을 세우리 
라1) 

58. 그리하여 그는1》가장 큰 우 
상을 제외한 모든 것을 깨뜨렸노 
라 아마도 그들이 그에게로 돌아 
오리라2> 

50. 그들이 돌아와 말하길 누가 
우리의 신들에게 이런 짓을 했느 
뇨 실로 사악한 자들이라 

60. 그들이 말하길 아브라함이라 
는 청년이 그것에1>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2> 

© ^ 多없셌雜沒與 

뒤나1£“砂\1 

신3 (3?3남 

® (I은公나태。요==<’5> 삿도I?’형수고 

© G淑고齡 3과於니6;改切仏 

©려넜여샜■化;획 

하■斤 

57- 1)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아자르」와 그의 백성들이 숭배하던 우상들은 무런 효용도 없고 
또한 어떤 것을 해치지도 못하는 무력함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 주고자 했다. 

58- 1) 아브라함 
2) 가장 큰 우상만 남기고 다른 우상들을 전부 깨뜨린 후 도끼를 가장 큰 우상의 목에 걸어 놓 
았다. 우상숭배하는 불신자들이 축제에서 돌아와 깨뜨리지 아니하고 남겨둔 가장 큰 우상에 
게 누가 그들이 숭배해오던 신들을 깨뜨렸는지 물어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60-1) 우상 
2) 아브라함의 청년시절까지 그의 조상들은 매년 한차례씩 모여서 축제를 가졌다. 아버지「아 
자르」는 아브라함에게 그 축제에 같이 가자고 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 러 사람들과 
축제가 열리는 장소로 가는 도중에 스스로 땅에 넘어져 다리가 아프다고 신음하자 사람들 
은 아브라함을 두고 떠났다. 이때 아브라함은 소리내어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나는 당신들 
의 우상들에게 계략을 꾸미리라”고 하였다. 그때 한 사람이 그말을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이 
우상들을 깨뜨린 사람은 바로「아브라함」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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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그들이1》말하길 그를^ 사람 
[} 들 보는데로 데려오라 아마 그들 

이 증언을 하리라 

62. 이 신들올 파괴한 자가 바로 
아브라함 너이뇨 라고 그들이 말 
하니 

빠如떠故砂S ^ 

63. 그가 말하길 아마도 그들 가 
운데 두목이 그랬으리라” 그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물어보라^ 하였 
더라 

©必_級 

64. 그러자 그들은 서로 돌아보 
면서 실로 우리가1> 잘못하고 있노 
라고 말들하더라우》 

65. 그런 후 그들은 수치스러움 
으로 당황하며 말하길 너는1ᅩ 이들 
이2> 말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노 

라 

드1冬 CS1 및公^;忍 
© 소多님수5以匕 

| 
典. 그가 말하길 하나님 대신 너 
회에게 유익하지도 아니하고 해로 
움도 없는 것을 숭배하고 있느뇨 

(以 호과짓 U社 1 々 (노以예]活 

ᄊ © 생述 

67.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당신들이 가련하다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뇨 

와라‘여뱄雄 네 

61-1) 니므루드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1 2) 아브라함 

63-1) 우상 가운데 아브라함이 파괴하지 않고 남겨둔 가장 큰 우상으로 아까도 우두머리 우상이 
자기만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작은 우상들과 함께 숭배함으로 화가나 작은 우상들을 파괴하 

i 였으리라. 
i 2) 그 우상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누가 파괴하였는지 물어보라. 

64-1) 그들의 이성으로 돌아가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고서 
5 2)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숭배한 너희가 죄인들이라. 

我-1) 아브라함 
: 2) 우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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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그러자 그들이 말하길 승리 
하려면 그를 불태워 버리고1〉신들 
을 보호하라 하더라 

ᄎ^갰망노^^^ 

69. 하나님이 명령하사 불아 식 
어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안전케 
하라 하였노라 

多 炎방迎 

70. 이렇듯 그들이 그에게 음모 
를n 꾸몄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패 
배자로 만들었노라 

©녀여'% 빠 

71. 하나님이 그를 구하고 그와 
롯을 백성들을 위해 축복내린 땅 
으로1j 안내하였노라 © cl‘녜》- 

72. 하나님은 그에게1》이삭을 주 
었고 손자로 야곱을 주었으며 그 
들2> 모두를 의로운 자로 만들었노 | 

라 

화^s 

73. 하나님은 그들을 그분의 명 
령에 따라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 | 
자들로 두었고 선행을 실천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내도록1》 
계시를 내리니 그들은 그분에게 
복종하였더라 

々서絲;依成冗必句샜巧 ; 
©々꽤■'起能러 

68-1) 한달동안 나무를 모아 땅에 굴을 파 그안에 나무를 넣고 불을 불였다. 그때 불길은 너무나 
강하여 그 불위로 날아가는 새들이 뜨거워서 타죽을 정도의 불길속에다 •브라함올 꼭꼭 
묶어 던졌다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op. cit, 제9권 p.17). 

70-1) 아브라함올 화형시키는 음모. 

71-1)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이탁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초원이 많고 강과 나무들이 많으 
며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던 샴 지역(가나안 또는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아랍 및 시리아)으로 ■ 
이주하였다. 

72-1) 아브라함 
2) 아브라함과 이삭 및 야곱 

73-1) 예배는 가장 좋은 육체의 신앙이요 이슬람세는 가장 훌륭한 재물의 신앙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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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롯에게u 지혜와 지식을2> 주 
어 불결한 일을 하여 왔던 고을로 
부터 그를 구했으니3》실로 그들은 
사악을 행하는 백성들이었노라 

75.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 
풀었노라 그는 실로 의인 중에서 
한 사람이었더라 

76. 노아가 이전에 하나님에게 
구원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답 
하여 그와 그의 가족을1} 큰 재앙 
으로부터 구하였노라 

77.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백 
성으로부터 그를 구한 후 그들 모 
두는 사악한 백성이였으므로 하나 
님은 그들 모두를 익사케 하였노 
라 

78. 다윗과1ᅭ 솔로몬을2> 상기하 
라 어떤 백성의 양들이 밤중에 길 
을 잘못들어 농장을 짓밟아 놓았 
을 때 그 둘3》은 심판을 하였고 하 
나님은 그들의 심판을 목격하였노 
라 

79. 하나님은 솔로몬으로 하여 
그 문제를 이해토록 하고 그들 각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었으며1ᅮ 
산들과 새들로 하여금 다윗과 더 

逆:으一々松띠松^ 

하^I ᆻ^^ 

‘빠여며 a씼效 

^사ᄄ^ 公^^; 

엄노 여 3호(조고uj외心公;么; 

i玉쇼^^ 

©《하야숏파述技？고소文k 

난차切4松퍼 ^ 과뼈 
© •將今路지고대이; 

74-1) 아랍어로는 루뜨라 발음한다. 

2) 예언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지혜와 지식을 
3) 하나님께서 롯을 소돔으로 보냈을 때 소돔의 백성들은 예언자 롯을 부정하였으므로 소돔 
백성들을 멸망케 하였다(알무크타싸르 515/2). 

76-1) 대홍수 때 노아를 따라 방주에 올랐던 신앙인들(제11장 25-48절 참조》. 

78- 1) 아랍어로는 다우드라 발음한다. 

2) 아랍어로는 술레이만이라 발음한다. 

3) 다윗과 솔로몬. 

79- 1) 두 사람이 다윗에게로 들어가 그 가운데 한사람이 이 사람의 양들이 밤에 제 농장으로 들어 
와 곡식과 채소들을 먹어버리고 짓밟아 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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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하나님을 위해 찬송케 하였 
으니2)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 
었노라 

80. 하나님은 다윗에게 갑옷을 
만드는 것을 가르쳐 주었나니1》이 
는 너희가 전쟁에서 너희를 보호 
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감사하고 
있느뇨 

81. 솔로몬에게 능력을 주사 하 
나님이 축복한 땅으로15 그의 명령 
에 따라 폭풍우가 불도록 하였으 
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 
노라 

82. 솔로몬을 위하여 잠수들을 
하여 그에게 순종토록 하였고1〉그 
밖의 다른 일을 하게 하였으며2> 

이에 하나님은 그들이3> 그의4〉명 
령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노 
라 

리하여 농장 주인은 그 댓가로 양들 모두를 가져가기로 판결을 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문 
으로 나오다가 문옆에 서있던 솔로몬을 만나, 그의 아버지 다윗이 판결한 결정을 이야기 하 
였더니 그가 아버지에게로 들어가 말하길，“하나님의 예언자여! 아버지께서，이렇게 재판을 
하였더라면 더욱 좋았을 텐데…”라고 하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길, “그것이 무엇이뇨?”하 
니 솔로몬이 말하였다. “양의 주인이 능장을 인수하여 씨앗을 뿌려 수확을 거둘때까지 그 
농장을 가꾸고 농장주인은 그 양들을 인수하여 거기에서 얻은 우유와 털，가죽 둥을 이용하 
다가 농장의 수확이 되면 다시 그 농장의 주인에게 그 농장과 수확물을 돌려주고 또 그 양 
들을 양 주인에게로 반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두사람 가운데의 분쟁은 해 
결 되었다. 

2)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늘과 대지위에 있 
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다(제17장 44절，제16장 48-50절，제13장 13절…). 다윗 
의 시편 148장 7-10절에서도 마찬가지다 : 대지여，주님을 찬미하라. 

80- 1) 역사상 최초로 갑옷을 만든 사람은 다윗이었다고「까라다」은 말하고 있다(꾸르뚜비 
11/320). 

81- 1) 나무가 많아 열매가 풍부하고 강이 많아 물이 풍부한 샴 지역 

821) 깊은 물속이나 바다속에 들어가게 하여 보석과 진주를 캐내게 하고 
2) 그밖에도 도시를 건설하고 궁전을 지어 백성들을 놀라게 했던 일 
3) 거역했던 백성들 
4) 솔로몬 

文^쇠 U엊띠^그 
© 心수 ^ 

J나戶V쇼#“다쇼多 (。그上A; 

必쇼心》C多고技%?炎冬父多화 

必 ,, ' 서'，'' 나 ,，，，거k , , 
그Ufr 公견 j 신싯夕위구비(夕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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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욥을1> 상기하라 그는 주님께 
강구하였노라 재앙으로 제가 괴롭 
나이다 당신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시니 은혜를 베풀어 주읍 
소서 

84. 하나님은 그의 간청에 답하 
여 그가 처한 재앙을 거두고 그가 
잃어버린 자손들을 다시 얻게 하 
였으니u 이는 그분의 은혜요 모든 
종들을 위한 교훈이라2> 

85. 이스마엘과 이드리스와 줄키 
폴에 관한 이야기를 그대의 백성 
에게 상기시키라 그들 모두는 인 
내하는 자 중에 있었노라 

86.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의 은 
혜속에 들게하였으니 그들은 실로 
의로운 자들가운데 있었더라 

87. 요나에n 관한 이야기를 그대 
의 백성에게 상기하리니 그는 화 
가나 떠나며 하나님이 그를 제압 
하지 못하리라 추측했노라 그러나 
그도 역경에 처할 때는 실로 당신 
외에는 신이 없나니 당신만을 찬 
미하나이다 저는 실로 죄인들 무 
리중에 있었습니다 하더라 

粉-1) 읍은 로마의 한 예언자로서 그는 많은 자손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재산 모두를 거두어 갔으나 그는 인내하였다. 또 자손들을 거두어 갔으나 인내하였과 
또 그로 하여금 병으로 신음토록 했으나 인내하였다. 그리하여 읍은 18년 동안을 하나님의 
시험속에서 살았다고 전하여지고 있다. 아랍어로는 아이읍이라 발음한다<무함마드 알리 알 
사부니，op. cit 제9권 p.21). 

84-1) 읍은 자손은 7명의 아들과 7명의 딸울 두었다가 하나님의 시험으로 다 잃었다. 읍이 시험에 
서 인내하였을 때 읍의 아내는 다시 7명의 남자 아이와 7명의 여자 아이를 낳았다고「이브 
느 마쓰우드」는 풀이하고 있다. 

2) 읍은 18년 동안 고난과 시험속에서 살았다. 이때 그의 아내가 어느날 읍에게 “당신께서 하 
나님께 구원한다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하엿을 때 “우리가 행복하고 풍부하게 
살아온 기간은 얼마나 됨니까?”라고 읍이 묻자，“80년입니다”라고 아내가 대답하였다. 이때 
읍은，“우리가 부유하게 살아온 기간에 비해 시험속에 살고 있는 기간에 대해 하나님께 구 
원하기가 부끄럼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lb吐 

87-1) r눈」온 생선 또는 물고기란 뜻이며 r자눈』은 r그 물고기의 사람」이란 뜻으로 유누스《요나) 
를 가르킨다<제10장 98절 참조X 

此方수冬U교신다光 
다、사，， ，-4'，'，多 '‘6,기✓ 
々각다여Aw戶커냐ᄂ5 ) 

쓿려I‘次유돼，必冗여 

© i츠分내I 은근;과원多그과그玄dj 

冬j좌 다汉수고u，。 
했했別장^却 U細版 

©c^^^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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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하나님은 호소에 응하사 그 
를 고통으로부터 구하고 믿는 신 
앙인들을 구원했노라 

89. 자카리야의 이야기를 상기시 
킬지니 그는 주님께 구원하였노라 
주여 저를 홀로 두지 마옵소서” 

당신은 가장 훌륭하신 상속자이십 
니다 

90. 그의 간청에 하나님이 응하 
사1> 그에게 요한을 보냈고 그를2》 
위해 그의 아내를 정상으로 하였 
으니3> 이들은 선행을 실천함에 서 
둘러 하며 기대와 두려움으로 하 
나님에게 호소하고4> 하나님을 두 
려워 하였더라5> 

91. 그녀의1> 이야기를 상기하라2》 
그녀는 순결을 지켰으니 하나님은 
그녀에게 성령을 불어넣어3> 그녀 
와 그녀의 들로 하여 온 백성을 
위한 예증으로 하였노라 

92. 이슬람은 너희를 위한 유일 
한 종교이며 내가 너희의 주님이 
거늘 나만을 경배하라1> 

과遠^ 收 吐u갔대^光 

©쇼은別 w 

iSp Ci ^^\ 心名; 

하해 대폐여幻故때 

행식 S 이내나6爲41與쌌I 
©쇼과射#代述匕£ 

氏J5 企 요있故나 

勢 ■式^ 

89- 1) 자카리야는 그의 나이 100살, 그의 부인 나이 98세가 되도록 자손을 갖지 못하고 홀로 외로 
히 살고 있었다고「이브느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9알라지 2^217). 

90- 1) 기도와 기원에 응답하사 
2) 자카리야 
3) 자카리야 부인은 태어날 때 비정상의 여인으로 태어났으나 하나님께서 그녀를 다시 정상적 
인 여인으로 되게 하였다고 r이브누 압바스] 는 해석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op. 

cit，제9권 p.23). 

4)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강구하였고 
5)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 하였다. 

91- 1) 마리아 
2) 마리아와 그녀의 아들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자카리아와 그의 아들 요한(야히야)에 관한 이 
야기를 비교하여 계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요한은 젊어서 부인으로부터 자손을 얻지 못하 

다가 아이를 갖게 되었고，마리o]는 남편없이 처녀의 몸으로 예수를 낳게 되었다. 이것은 
모두 자연 법칙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기적이었기 때문이다. 

3)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그렇게 하였다고 풀이하고 있다. Ibid 

92- 1) 움마 : 갈은 종교、갈은 언어, 갈은 전통을 따르는 공동체로 여기서는 이슬람을 가르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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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그러나 그들은 분열하였으니1》 
그들 모두는 하나님에게로 귀의하 

； 리라 

94.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아니 
하리니 실로 하나님은 그를 위해 
기록하노라1> 

® 보冬^幻년1/〜스각 

95. 우리가 멸망시킨 고을이 있 
나니 고을을 다시 일어나지 못하 
노^1> 

效^^ 

96. 고그와 마고그1> 백성들이 장 
벽을 뚫고 높은 곳으로 부터 쇄도 
하여 올 것이라2ᅭ 

承꽤心m예必고 

f 97. 진리의 약속이n 가까와 올때 
불신자들의 눈들은 공포로 가득차 
우리에게 이런 불화가 웬일이뇨 
우리가 이것을 무시했으니 우리가 
죄인들이 라 

다與公雜多뇨따냔難i 

於^《如^d成방^화51푠= 

98. 실로 너희와 하나님 아닌 다 
른 것을 숭배한 것들은1> 지옥의 
멜감이거늘2> 너희는 그 안으로 들 
어가게 되리라^ 

깃士‘“그i 낯산‘과 ^9 다:聲上 

© : 

93-1) 창조주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경배하도록 모든 예언자 및 선지자들올 통하여 계시가 되었 
으나 인간의 아집과 서로의 견해 차이 및 다툼으로 유대교，기독교, 마주스교 등의 종교가 

| 파생된 것으로 이해된다. 

94-1) 인간이 행한 선악의 업적을 천사들로 하여금 기록하도록 하였다. 

供-1)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멸망한 백성은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으로「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 

| 96-d 야만적인 무법의 부족을 지칭하는 것으로 제18장 斑절 참조. 

1 2) 지구가 이들 무법의 부족들로 가득차게 되는 것은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예중하는 것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Abdullah Yusuf Ali, op. cit, p.844 Note No.2753). 

97-1) 부활의 날 

98-1) 우상들 
| 2) 하싸브 : 땔감으로 지옥의 불에 던져진다고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op. dt, 

: 제9권 p.24). 

5 3) 하나님은 우상들과 그것들을 숭배한 불신자들을 함께 모아 불지옥에 넣는다고 해석되고 있 
| 다, 加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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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만일 이들이1ᅭ 신들이었다면 
i 그들은 거기에 오지 아니했으리라 
1 그들 모두는 그 안에서 영주하노라 

想쑈S切巧S있U級26妙 : 

100. 그곳에1》그들을 위한 번민 
1 의 소리는 있으나 그들은 듣지 못 
1 하니라^ 

©자我씨a 섰 

101. 하나님에게서 훌륭한 보상 
용 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그곳으로부 
1 터1> 먼 곳에 있게 될 것이라 

고”各到다셌 
© (玉!义5샀우드 

1 102. 그곳의 소음도” 듣지 아니 
1 하며 그들의 영혼들이 원하는 그 

곳에서 영주하노라 

희떠，대;公다多 6대 
©必과 

103. 가장 큰 무서움도1> 그들을 
슬프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천 

! 사들이 그들올 영접하며2> 오늘은 
당신들이 약속받은 날이라 하면서 
맞이하리라 

典^比範拔後: 

©6此炎요쇼해 

104. 하나님이 하늘을 접어버릴 
I 그날을 상기하라 태초에 창조했듯 
E 이 그분은 그것을 다시 창조하리 
f 니 그분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수 

행 되 노라 

炎縱料多1 _산행3、。私: 

105. 그 계시 이후에1》하나님은 
이전 시편에서2) 대지는 나의 성실 

실 

쇼抄려々내如义成冷被s 

99-1) 우상들 

1 100-1) 지옥 ■ 
1 2)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벙어리와 장님이 | 
: 되어 집합되어지기 때문이다. “심판의 날 그들은 장님과 벙어리로 만들어 모이게 하리라” I 
: (꾸르뚜비 11/345) 

| 101-1) 지옥으로부터 

^ 102-1) 불지옥의 촉감이나 불꽃의 움직임 및 소리 ᅮ 

^ 103-1) 심판과 부활의 날에 있을 무서움과 두려움 
1 2) 천국의 문에 있으면서 믿었던 신앙인을 영접하고 인사하며 

1 105-1) 모세에게 계시한 구약에서 ? 
1 2)「자부르」는 다윗에게 내려진 시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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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들이 상속하리，하였노라 

106. 진실로 이 안에는1> 하나님 
을 경배하는 백성을 위한 소식이 
있노라 

107. 하나님이 그대를 보냄은 만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라1> 

108. 일러 가로되 실로 내게 계 
1 시가 내려졌으되 너희의 신도 하 

나님 한분이거늘1> 순종하지 않겠 
느뇨 

與 a貧신判，於犯 u起ᄆ必 

109. 그들이 등을 돌린다면1〉일 
1 러가로되 나는 내가 명령받은 것 
1 을 너희에게 알려주었을 뿐이며2> 

너희가 약속받은 것이 가까왔는지 
1 멀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J\、起强文必幻(與!與생 

110. 실로 그분은 밖으로 들어내 
어 말하는 것과 숨기는 것도 알고 
계시 노라 

© 회다起;c兵^^^화 

111. 이것은n 너희에 대한 시험 
으로 순간의 향락에 불과하니라 

© (크^ 드; 화쇼多ds 

3) 이 대지는 성실하고 믿는 사람들이 상속받을 천국이라 풀이된다. 한편「이브누 카씨르j 는 
하늘과 대지는 무함마드 선지자에게 상속된 천국으로 그 안에는 성실한 사람들이 들어 가 
는 곳이라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524/2). 한편 시편 제法장 13절, 37장 
U절 및 29절에서는 그 대지를 상속할 자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25장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 

| 로 즐기리로다”(37장 13절) "의인이 땅을 차지함이며 거기 영원히 거하리로다”(37장 29절) 

1 106-1) 본 장에 언급된 소식，약속, 경고 및 교훈과 예중들 안에는 

107-1) 하디쓰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로 내가 은혜요 길이니 이 은해를 받아들이며 감사드 
| 리는 자가 현세와 내세에서 행복하니라”(알하피즈 이브누 o}싸키르가 전함) 

108-1) 내가 믿는 신도 하나님 한분이지만 너희가 믿어야 할 신도 하나님 한분 외에는 어떤 신도 
1 존재하지 아니하니라. 

1 109-1) 이슬람을 거역하고 외면한다면 J 
? 2) 내세가 온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1 111-1) 너희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지연되는 것 

■__«深»■接■接鑑^興»雜^雜^^^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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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장 맞 즈 

메디나에서 계시된 78절로 주로 이슬람법인「샤리아」에 관하여 다 

루고 있다. 본장의 특징은 성스러운 집 카으바 신전의 영적의미，성지 

순례, 희생제，진리와 정의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 그에 대한 방어 및 

성전에 관련된 사항들이다. 

주요 요점을 보면，제1절 125절 사이에서는 미래의 중요성, 믿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필요성，진리의 승리와 아름다운 보상과 사악함 

에 대한 벌이 다루어 지고 있으며，26~48절 사이에서는 청결과 순결， 

예배와 예절，순례，희생제를 통하여 창조주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리 

며 가난한 형제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 형제애，진리와 정의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 그에 대한 방어 및 성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것 

은 곧 자기 자신을 시험하는 것과 같다는 내용이 다루어지고，49〜78 

절 사이에서는 사악한 사탄은 항상 선지자들의 사업을 방해한다. 그 

러나 그 사업은 필연코 승리하며 창조주의 은혜와 진리는 확립됨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은 너희를 보호하고 도와 주 

시리라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 

본 장은 아브라함이 카으바 신전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의 이 성스러운 집을 순례할 것을 촉구하매，산천도 아브라함에게 겸 

손해하고 아브라함의 메아리가 전세계 방방곡곡으로 이르게 되자 “랍 

바이칼라 홈마 랍바이카，，(주님이여 제가 이곳에 왔나이다)라고 주님 
을 부르면서 카으바 신전으로 순례를 오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이 장 

을 찾지(순례)의 장이라 불리워진 것으로 풀이된대무함마드 알리 알 

사부니，제9권 op. dt,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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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우시고 자에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사람들이여 주님을 두려워하 
라1> 실로 심판의 날의 지진은2> 무 
서우니라 

2. 그날” 그대들은 지켜보리니25 

모든 유모가 젖먹이는 것을 잊을 
것이며 임신한 모든 여성이 유산 
하도다 그대는 술취한 사람들을 
볼 것이나 그들은 취한 것이 아니 
라 하나님의 징벌이 무서웠기 때 
문이라 

3. 사람들 중에는 무지하여 하나 
님에 관하여 논쟁하며 반역하는 
사탄을 따르고 있느뇨1> 

4. 그를1》보호자로 하는 자는 실 
로 방황하게 되며 타오르는 불의 
징벌로 인도됨이 그에 대한 운명 
이라 

5. 사람들이여 부활에 관하여 의 
심하고 있다면 태초의 창조를 보 
라 실로 하나님이 너희를 흙에서 
창조한 후1》한방울의 정 액으로 그 

_■ 
Q스各^多나)匕$-—^ 

O 때고□향방接J 換 

데 나; 雜펴技立石 
너必^制々;料以그여:技%述 

® 起一知 ◊收생사必“此; 

篇최 d간與“。典收:， 
WAi뱐 5쇼 

아빠 «獻써必닿 

夕교뺙쒀缺於’d 終此，越 
士심크多式육그것多S1玄 ^ 

1- 1)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 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명령을 준수하고 금기한 것을 회피하라. 
따끄와는 하나님께의 절대적 순종과 더불어 금기한 것을 회피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2) 잘잘라 : 심한운동，격동이란 언어적 의미로 이 단어의 어원은 잘라 이며 그 뜻은 “움직이다” 
라는 뜻이다. 

2- 1) 격동하는 심판의 날 
2) 그 날의 무서움과 공포를 지켜보리니 

3- 1) 본 절은 불신자였던 r나다르 이븐 알하리쓰」에게 경고하기 위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 
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창조주를 욕되게 하였으니 “천사들은 하나님의 딸들이요，꾸란은 옛 
조상들의 우화나 용담이며 죽은 후에는 부활이 없다”고 하였다. 

4- 1) 사탄 및 불신자들의 우두머리 

5- 1) 인간의 선조 아담을 흙에서 창조한 후 

를빼^템理^■■空^證!^鼓혈혈^^■器■:짧gj빼效향과^理■쭈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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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응혈로 그리고는 살을 붙이니 
완전한 형상과 완성치 아니한 형 
상으로 되었더라 이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자 함이라2> 

또한 그분의 뜻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태내에서 자라게 한 후 아 
이로써 출산케 하고 양육하여 충 
분히 성장토록 하다가 너희 가운 
데 일부는 젊어서 죽음의 부름을 
받게 하고 일부는 노령에 이르게 
하여 알았던 자식마저도 알지 못 
하게 되노라 또한 그대는 황폐하 
게 되고 생명을 잃은 대지를 보게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비를 내릴 때 대지는 다시 생동하 
고 솟아 오르며 모든 종류의 o}름 
다운 초목들이 생성하노라 

6. 이것은1> 곧 하나님이 진리로 
죽은 자를 살게 하시며 모든 일에 
전지전능 하시는 분이시라 

7. 의심할바 없는 종말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무덤속에 있는 자들 
을 부활 시키니라1> 

8. 사람들 중에는 무런 지식도 
인도자도 복음도 갖지 못한 그들 
이 하나님에 대하여 논쟁하는 자 
가 있으며 

9. 오만으로 타인을 하나님의 길 
로부터 탈선케 하려한 자가* 있나 
니 그에게는 현세의 치욕이1> 있을 

및^•公표三와三公1 

조회^ 功抵比US必 d 

[夕公TOi■公^ 

리，U 部始9炎心炎 
少께 d石년와一泳% 

드尺우피그j혀^ 5 세그 

® ᄍ七冬;5고三더;^:; 

읽것; 5덱多 
’ 축藏客多敬 

々起-^ 辨浪쑈상씼없왜與 
o^d 

ijoj6)3 홈보如난어裝 Pu®'占公 

0피效， 

多三^나도육넜뇨 

2) 태초에 인간을 창조한 능력올 가진 창조주는 인간이 죽은 후에도 그를 다시 부활시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함이라. 

6- 1) 위에 언급한 인간 창조와 생물의 창조 

7- 1) 죽은 자를 살게하여 심판을 받게 하리라. 

9-1) 현세에서의 치욕과 내세에서의 응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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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심판의 날에는 그로 하여 
금 화염의 응벌을 맛보게 하리라2> 

10. 그것은 네 두 손이 내민 행 
위 때문으로 하나님은 종들을 결 
코 부당하게 대하시지 아니 하시 
노라 

11. 사람들 중에는 모서리에서u 

하나님을 경배하매 좋은 일이 있 
을 때는 만족해 하다가 시련이 있 
을 때는 그들의 안면을 돌려버리 
매 그들은 현세와 내세를 잃게되 
니 이것은 명백한 손실이라 

12. 그를 해치지도 아니하고 유 
용하게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 
닌 다른 것을1> 숭배하니 그것은 
커다란 방황이라 

起년그延다과 i 

少:與〔起故細！與多 
必，必#내생與신接令i在 

©必以 

13. 해로움이 이로움보다 더 많 
은 것에 의지하고 있나니 실로 사■ 
악한 것이 그의 친구요 후원자라 

1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천국에 
들게하나니 그 밑에는 물이 흐르 
도다 실로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 
시는 대로 행하시니라 

15. 현세와 내세에서도 그에게 
숭리가 없으리라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1》그로하여 천정에2》밧줄 

©起3必在 

2) 창조주의 존재를 불신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사탄의 길로 유혹한 죄의 댓가라. 

11- 1) 종교와 신앙생활올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위선자들로 마음에는 신앙이 없으며 입으로서만 
신앙생활을 하는척 하는 이들이라고 하산은 해석하고 있다. 

12- 1) 우상들 

15-1) 하나님께서 선지자 무함마드로 하여금 현세와 내세에서 승리하도록 아니할 것이라 생각하 
는자 있다면 

2) 싸마아 : 하늘이란 언어적인 뜻으로 본 절에서의 의미는 천정으로 해석되고 있다<후스네이 
니 무함마드 마클루프> op. dt, p.2(M). 

法■■■班^^雜^^■해a隨^^^^■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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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뻗치게 한다음 밧줄의 목을 잘 
라 그를 질식케한 후 그의 음모가 
자기의 노여움을 제거할 수 있는 
지 지켜보도록 하라 

16.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한 예 
증으로 계시했나니 하나님은 그분 
이 원하는 자를 인도하시니라 

17. 믿는 자들과1> 유대인들과2ᅭ 
사비이인들과3ᅮ 기독교인들과4> 마 
주스인들과5> 불신자들이6ᅭ 있나니 
실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 그 
들을 분리하나니 하나님께서는 모 
든 것을 지켜보고 계심이라 

18.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태양과 달과 별들과 산들과 
나무와 동물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복하여 경배함을 너희 
는 알지 못하느뇨 많은 사람들이 
벌을 받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저주 
를 받은 자 어느 누구도 그를 명예 
롭게 하지 못하노라 실로 하나님 
은 원하는 대로 하시니라 

19. 주님에 대하여 논쟁을 하는 
두 무리가1> 있나니 불신하는 자들 
은 불길에 옷이 찢기며 머리 위에 
는 이글대는 물이 부어지리라 

20. 그것1》으로 인하여 그들의 내 
장과 피부도 녹아 내릴 것이라 

©起⑶必요鄕巧넸嫌녀與 

(友사조11; (교广재; 쑈女i (조와;!시 必上 
생堅^포雜^此 

一 g 힛疏쌌多(笑誤， 
^除多^ 物태占臟淑 

歸後與 따 a대w쇼一 
多分*;士리스好占5 各技고도多 

©;沙 

©與孫與抄님端 

17-1)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고 무함마드를 최후의 선지자로 그리고 모든 예언자 및 선지자들 
을 믿는이들 

2) ：£세에게 계시된 성서만을 따르는 유대인 
3)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는 무리 
4) 예수에게 계시된 성서만을 따르는 기독교인들 
5) 불을 숭배하는 배화교인들 
6) 우상을 숭배했던 아랍백성 

19-1) 믿음으로 의로운 신앙인들과 죄악으로 가득찬 불신자들의 무리로 전자는 창조주의 승리를 
원하고 후자들은 창조주의 빛을 끄려하였다고 무자히드는 해석하고 있다. 

20-1) 뜨거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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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그 외에도 그들을 벌할 철로 
J 된 회초리가 있나니 

째라시폐; 

22. 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f 그것으로부터 피하려 원하나 그들 
! 은 다시 그 안으로 되돌려와 불의 
| 징벌을 맛볼 것이라 

仏겨ᄃ候 c級 

2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 갖고 선을 행하는 이들은 천국에 
| 들게 하나니 그 밑에는 물이 흐르 
1 노라 그들은 그 안에서 진주와 황 

금의 팔찌로 장식되고 그 안에서 
1 그들이 입을 의상은 비단이라 

V분수나네 \p^J \y^\ 

(노匕一심技앗과Sr육i하i七 : 

© 仏想>따기與i 나 必 

? 24. 그들은 좋은 말씀으로 인도 
되었고 칭송받는 길로 인도되었노 

1 라 

25. 믿음을 불신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자와1> 방문하려 온 

:; 백성을2>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사 
； 원에3> 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와 
； 그 안에서 신성함을 불결케 하는 
자는 그들로 하여금 고통의 징벌 
을 맛보게 하리라 

엇되도 고10^1系J 文양;!？炎도돼창 

、다도쇼《다心。^往故있디노고1신괴 

26.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전으 
로 인도하면서 어느 무엇도 내게 

1 불신하지 말며 순례하는 자와 기 
| 도하는 자와 허리 구부려 예배 하 
| 는 자를 위해 나의 집을 신성케 

했노라 

! 

©께激 i 빼;빼고第i 

； 想-시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것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성지순례차 하람사원을 방문하는 신 
s 앙인들을 방해하는 자들. 한편 꾸르뚜비는 후데이비아 해에 하람사원을 방문한 선지자 무 I 

함마드를 방해한 것이라고 덧붙여 해석하고 있다(알꾸르뚜비 31/12). 율 
1 2) 소순례(우무라) 및 대순례(하지)시 하람사원을 방문하는 순례객들 _ 
! 3) 메카 도시 안에 있는 하람사원 I 

변^^전^^^현^^^뿐전^^뿐■越■뼈技獨，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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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그러나 그곳으로 순례하도록 
사람들에게 알려라1ᅮ 그들은 걸어 
서 또는 낙타를 타고 먼 곳으로 
부터 너에게2ᄎ 오리라 

28. 그들은1> 유용함을 목격할 것 
이며 규정된 날 동안에2ᅮ 그분이 
베푼 가축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3> 찬미할 것이니 너희도 
먹고 가난하며 궁핍한 자에게도 
베풀라 

29. 그런 후 그들로 하여금 의식 
을1》완성케 하고 그들의 결심을2》 
이행케 하며 다시 오래된 집을3> 
순례하도록4> 하라 

30. 그것이 바로 순례라 하나님 

名文느K戶5 상도!고身以一W及바뇨장; 

©(슘#0착느도향 

篇 t쇼必必起고城么 ^ 

노閣卜※^功入)^성소 
©⑮③I⑵ W려 

©죄따起淑 

符氏안容포시나>회;;엑5 

27- 1) 아브라함이 카의바 신전 건축올 완료했을 때 그에게 말씀이 있었으니 사람들에게 순례하도 
록 알리라，이때 아브라함이, 주여! 제 목소리가 이르지 못합니다 라고 하자 “알려라" 이때 
아브라함은 아비 까비쓰 산에 올라 소리높여 말하길t **사람들이여! 하나님깨서 이 집을 방 

문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로하여 여러분을 천국의 보상으로 인도하며 불지옥의 벌로부터 구 
제하여 주시니라” 이에 사람들이 응답하여 말하길，“주여! 당신의 부름에 응답하였나이다” 

라고 하였다(알라지 27/23). 

2) 아브라함 

28- 1) 순례를 통하여 물질생활의 이익과 정신생활의 유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물질적 이익이 
란 전세계 방방곡곡의 형제들아 만나서 상품을 교환하고 거 래하며 지식을 상호교환 함으로 
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며，정신적 유용함이란 인간이 태초의 경지로 돌아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고 예언자 및 선지자들을 보낸 창조주와의 대화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신성한 것들 
이다. 또한 순례를 통하여 힘과 형제애(이크와》를 얻올 수 있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2) 헤즈라 달력 12월 즉「줄하지」달 8일, 9일 10일의 3일과 회생제를 지낸 다음의 3일간(타슈 
리끄)을 합산한 6일 정도를 의미하나 일반적으로는「줄 하지j 달 첫 10일간을 말한다《제2장 
197절 참조). 

3) 가축을 도살할 경우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해야 한다.「줄 하지」달 10일 회생제(이둘 아드 
하》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어 제단에 을린 고기는 여러 형제들 및 특히 가난한 형제들 
에게 분배하여 주는 것이 예의이며, 이 기간에 도살되는 짐승은 낙타，요 양 및 염소라 풀 
이되고 있다. 도살방법은 최영길, 하디스 40선(서울 : 신생사, 1982), p. 73-75 참조》. 

29- 1)「타파싸」는 손톱，머리카락 등 사람몸에서 자라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것들은 이흐람 상 
태에서 제거해서는 아니된다. 순례가 끝나는「줄 하지」10일에는 제거해도 된다. 

2) 순례는 외적 예식의 과정을 마쳤다 하여 순례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순례자는 우 
선 순례를 하겠다는 정신적 결심을 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다. 맨 마지막 순례과정은 r 
따와프j 이다. 최영길，이슬람의 생활규범(서울 : 명지대학교 출판부，19效). pil31-180 참 

조》. 
3) 카의바 신전 
4) 따와풀 이타파. lb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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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식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곁 
에 그를 위한 복이 있으며 너희를 
위하여는 가축이 허용되노라 그러 
나 너희에게 언급한 것은1> 제외되 
나니 우상의 불결함과 위선의 말 
들을 피하라 

© 1요의i 더多;乂!비J부고 1 

31. 다른 것을 숭배하지 아니하 
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 그는 마치 하늘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 새들이 그를 먹어버리거 
나 바람이 그를 먼곳으로 날려보 
낸 것과 같더라 

©용구 

32. 그것은1》하나님이 상징을2> 

명예롭게 하는 것으로 그것이야말 
로 경건한3》마음의 소산이라 

© ―公쬐 。接^ 5山^！과홈以;在u) 

33. 그 안에는1》정하여진 기간까 
지 너회에게 유용함이 있으며 회 
생제의 장소는2> 옛 집이라3》 

짐 aw었티必m 與臟災 
6H5妄^ 

34.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의식을1> 
행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가축을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하나님을 염원케 하고자 함이라 ! 

너희의 신은 한분이시니 그분에게 
순종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다빠T起 ◎改“과與， 
내⑩굽 ■태희5: 

©必^U公^隊 

30-1) 일반적으로 금기된 음식에 관하여는 제2장 173절，제5장 4-5절, 제6장 121，138-146절 둥에 
서 언급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혐오스러운 것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제단에 올린 음 
식과 고기 그리고 위선적인 말과 행동이다. 

32-1) 창조주께서 설명한 제반 규범으로 성지순례，도살 및 도살된 고기로 예식을 행하는 일 둥 
2) 의식 
3) 따끄와 : 본 절에서의 따끄와는 마음을 가르키고 있다고 꾸르뚜비는 풀이하고 있다(알꾸르 
뚜비 56/12). 

33-1) 회생제 
2) 짐승을 도살하여 회생제를 지내는 곳은 메카「하람지역」및「모나」지역이다. 
3) 하람사원 또는 모나지역 

34-1) 희생제의 예식으로 아브라함 예언자 때부터 희생제의 장소로 규정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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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이들은 하나님을 염원할 때 
마음에 두려움을 갖는 자들이며 
어려움에 인내하는 자들이며 예배 
를 행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이 그 
들에게 준 양식으로 베푸는 자들 
이라 

36. 하나님이 그분의 상징으로 
너희에게 보내준 낙타들은1> 너희 
를 위해 유용함이 많으니라2> 그러 
므로 도살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염원하고 땅에 넘어질 때3> 희생된 
고기를 먹되 가난한 자와 불우한 
자에게 분배하여 주라 이렇게 그 
분은 그것이4> 너희에게 순종하도 
록 하였으니 너희는 감사해야 하 
노라 

37. 고기와 피는 하나님께 이르 
지 아니하나 너희의 경건함은1ᅮ 그 
분에게 이르니라 그렇게 하여 그분 
께서 그것들로2> 하여금 너희에게 
순종케함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 
을 영광되게 함이니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38.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자들을 
보호하시나 배신하며 은혜를 모르 
는 자는 사랑하지 아니 하시노라 

39. 침략하는 자들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나 
니1> 모든 잘못은 침략자들에게 있 
노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사 너희 
에게 승리를 주시니라 

少¥ 나샜步와:해쒔강쇼셋 
® 6》? 복f女요)、스쾌i 고次〕£» 

沒으敗섯쇼⑬⑶빠〔必드 
與$明公Tp③在녀與납 

接多과分석狀j쾌，一比氏必炎 
父^13少 

’소、과은장 호마 
ᄄ과낫夕^^' 

©쇼^최文 C此 

雜내淑到與 k향나技쌘過 
©廣# 

必P少端 S故家^ 성逆^^ 

36- 1) 알부드나 : 몸의 크기가 큰 낙타를 일컬으며 낙타가 가장 좋은 회생제 짐승이라「이브누 카 
씨르」는 풀이 하고 있다(알무크타싸르 54ᄊ2). 

2) 유용함은 현세이나 내세에서는 보상이 있다고「이브누 압바스j 는 풀이하고 있다• 

3) 죽어 쓰러지는 상태가 은유법으로 표현되고 있다. 

4) 낙타 

37- 1)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경건함 
2) 가축들 

39-1) 이 절이 성전(지하드)에 관하여 계시된 최초의 절이라고「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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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우리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 
뿐이라고 말한 것 하나로 부당하 

1 게 고향으로부터 추방당한 이들이 
1 있노라1ᅩ 만일 하나님의 보호가々 
I 없었더라면 불신자들이 지배한 수 
1 도원도3) 교회들도4) 유대교 회당 
1 들도5> 하나님을 염원하는 사원들 
1 도® 파괴되었을 것이라 실로 하나 
〕 님은 그분의 종교에 같이 하는 자 

를 승리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강 
하심과 능력으로 충만하심이라 

別數향됐要端他。!생쇼威 1 
占썼U我 M 公，i此奴匕 

f상典:니犯요。%切; 

©、벼조fe빼화 

41. 이들이란1ᅭ 하나님이 지상에 
거주케한 그들로2ᅭ 그들은 예배를 
행하고 이슬람세를 내며 선을 행 
하며 악을 멀리하니 만사의 결과 
는 하나님께 달려 있노라 

휀一뼈셔쇠W : 

@^\ 

42. 그들이” 그대를 거역한 것은 
| 처음이 아니라와 그들 이전의 노아 

의 백성도 그랬으며 아드와 사무 
j 드 백성도 그랬노라 

최裝•꽤秋系■心 : 

43. 아브라함과 롯 백성도 그랬 
S :노라 

44. 메디안의 백성들도 그러하였 
으며 모세도 배반 당했노라 내가 

1 불신자들을 잠시 유예하다가 벌을 
! 주었나니 그들에 대한 나의 벌은 
1 얼마나 무서웠더뇨니 

技•쇗成必쉿錄쑈與 : 

致획葬뼤 : 

1 401) 무함마드와 그분의 추종자들 S 
! 2) 성전(히자드)의 계시 5 

3) 사와미으 : 기독교 장로들의 경배장소 1 
1 4) 비아으 : 기독교의 교회 1 
1 5) 쌀라와트 : 유대인의 교회 ! 
| 6) 마싸지드 : 무슬림들의 경배장소인 사원 | 

1 41-1)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이들이란. S 
I 2)「무하지린」과「안사르」그리고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이브느 압바쓰」는 풀이하고 1 
! 있다. ! 

心-1) 메카의 불신자들. 

2》본 절은 무함마드 선지자를 위안하는 계시로 이들「메카^ 의 불신자들이 그대 무함마드를 3 
1 거역하고 있는 것은 r아브라함」의 백성，「또，「슈와이브」백성들이 그들의 예언자들에게 1 
i 거역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위안의 절이다. | 

44-1) 그처럼 너희 메카 불신자들에게도 응벌이 있을 것이라.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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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좌 
§ 절코자 하는 그들은 불지옥의 동 
\ 반자들이 되리라 

대^起체 

52. 하나님이 그대 이전에 선지 
1 자나 예언자를 보냈을 때마다 사 
S 탄은 그의 욕망에 유혹을 던졌으 
3 되 하나님은 사탄이 던진 유혹들 
을 제거하신 후 그분의 말씀을 확 

ᅲ 립하시니 하나님은 아심과 지혜로 
: 충만하심이라1) 

葬■성회;版銳i 

피버色消 * 

®쑈以■요必步 : 

53. 그렇게 하여 그분께서는 마 
음이 병들고 굳어버린 자들을1》사 

호 탄이 던진 유혹으로 시험하시니 
실로 죄지은 자들은 진리에서 멀 
리 떨어져 있노라 

사獄뼈샜워 !: 

雄次^^요端^^到^^ : 

54. 지식을 부여받은 자들은 그 
것이1》그대 주님으로부터 계시된 
진리임을 알게 되리라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그것에 순종하더라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올바른 길 

； 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形公與 i抄회화: 

써此^라必〜쑈接 j 
© 在다도 支탄첬^ ； 

55. 그러나 믿음을 배반하는 자 
들은 그것에1ᄉ 관하여 심판의 날이 
오고 재앙의 날 징벌이 그들에게 : 

올 때까지 계속하여 의심하노라 

不效^^如與5,能述 1 
©各^어녀就^次3 : 

56. 그날의 권능은 하나님께 있 
어 그분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니 

S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은1> 환 
회의 천국에 있게 되노라 

立與고其多갑^起o j 

©，士 a功，씨取'1 : 

52-1) 예언자들에게도 부주의와 무관심이 있어 사탄의 유혹이 그들의 마음에 문을 두드린 것으로 1 
| 아부 싸우드는 해석하고 있다(아부 알싸우드 18성). 

1 53-1) 아부 자홀이나 알나다르 및 우뜨바 같은 불신자들 j 
1 54-1) 꾸란 

55-1) 꾸란 

56-1)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선지자들을 믿음과 동시에 선을 실천하는 신앙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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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그러나 믿음을 불신하고 하나 
님의 말씀을 부정하는자 그들에게 
는 굴욕의 징벌이 있으리라 

58. 하나님의 길을 따라 이주하거 
나 살해당하거나 생명을 바친 그들 
에게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양식을 
주시나니 실로 하나님욘 가장 훌륭 
하신 양식의 공급자 이시라 

各此섰 리灰必浴;分必i犯 

與과接:않사供:aii와 ^ 

©技^ 

59. 그분은 그들이 기뻐하는 천 
국으로 들게 하니 실로 하나님은 
지혜와 은혜로 충만하심이라 

히寒“리 
… 

60. 그러하심이라 시 련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던 것과 같은 것 이상 
으로 보복을 하지 않는 자를 하나 
님은 도우시나니 실로 하나님은 
자비와 관용으로 충만하심이라 

61. 그러한 것은1> 하나님께서 밤 
을 낮으로 하시고 낮을 밤으로 하 
실 수 있기 때문으로2>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듣고 보시기 때문이라 

62. 하나님은 진리이시니 그분 
외에 그들이 구원하는 것은 단지 
헛된 허위에 불과하노라 실로 하 
나님은 가장 높고 위대하시도다 

63.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게 하여 대지가 초원이 되도 
록 하심을 너희는 보지 못했느뇨 
실로 하나님은 섬세하시고 아시는 
분이 시라 

©3 고및淑빼썅챈^ 

차成多i鄭 d:여 蘇少i此V改 
© 요藏一일疏必ki 

© 요숀=。公?회갖心뇨 

시分見紅3。05^他년故^ 

, 혹，、激빠 소：妙 

61-1) 그러한 승리는 ᅯ , 
2) 그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으로 그 예중으로는 밤을 낮으로 또는 낮을 밤으로 하시는 능력 하 
나만으로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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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하늘과 대지위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 있나니 실로 하나 
님은 풍요톱게 영광을 받으실 분 
이시라 

65. 하나님께서 대지위의 모든 
것과 그분의 명령으로 바다를 다 
니는 배들로 하여금 너희에게 복 
종케 하셨음을 너희는 알지 못하 
느뇨 그분의 허락 없이는 B]7} 땅 
에 내리지 못하도록 하시었노라 
실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친절하 
시고 자비로우시니라 

66.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앗아 
가는 것도 또한 영생을 주심도 그 
분이시거늘 실로 인간은 은혜를 
망각한 자들이라 

67. 하나님은 각 백성에게 그들 
이 수행하게 될 경배 의식을 주었 
노라 이 일에 관하여 그들이 그대 
와 논쟁치 않도록 하라 그대 주님 
께 기도하라 그대야 말로 옳은 편 
에 있노라 

68. 그들이 그대에게 논쟁을 한 
다면 일러 가로되 너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 노라 

69.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논쟁한 
것에 대하여 심판의 날 너희를 재 
판하시 노라 

70. 하늘과 땅속에 있는 것을 하 
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너희는 모르 
느뇨 그것은 책속에 있으니 실로 
그것은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라 

mm 

乂在쳇나디다」수레쇼匕닌 
견^ 장; 

效ᄌ接延^it 
一햇少목방兄a 쇄과洗지 d 

혁效^多淨빠 

a책《料久收◎따년故 
® 多뇬以나고 ᅀ乂작후 Jtf강;도깻 

©회必其後50淑했絲冷必 

©化知多雜홧效純쨍 

71. 그들은 그분께서 권한을 내 
리시지 아니한 하나님 아닌 것 또 
는 지혜도 없는 우상을 숭배하고 

리® 匕처必必仏 
©스，士 巧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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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이라 이들 우매한 자들에 
게는 구원자가 없노라 

72.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낭송되어졌을 때1> 그대는 불신자 
들의 얼굴에서 싫어함올 알게 되 
었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낭송된 그들을2> 공격하려 하도다 
일러가로되 내가 이것보다 더 나 
쁜 것을 너희에게 경고하나니 불 
신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한 것은 지옥뿐이니 저주스러 
운 운명이 되리라 

쇼與보 a 생 A皮※次知能 
휴述도: 요與石與述_아/分 

벼以뵤빼約比감 
©때 •빼、빼 

73. 사람들이예> 하나의 비유를 
드사 그것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 
님 아닌 다른 것에 구원하는 자들 
은 그들이 온 힘을 다 모은다 해 
도 결코 파리 한마리 조차도 창조 
하지 못하며 그 파리가 그들로부 
터 무엇인가를 가져간다해도 그들 
은 그것2》으로 부터 그것을 구하지 
못하니 숭배자가 우상은3> 허약할 
뿐이라 

立沙■여 5도 C必나■향 
요分석 쇼서나 (강;오 (I” 6多，。드 

씼聲^여激벼췌여 
0 수보£교;4，요보IkS; 그，고“ 

74.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평 
가하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 뜻하시는 대로 수행하는 권한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라 

© 호슷三‘起장느么후쇼빈소ISU 

75. 하나님은 천사들과1> 사람들 
중에서 선지자들을 선택하셨으니 

U 빠쇠찌^^ 

! 72-1) 꾸란이 이들 불신자들 위에 낭송되었을 때 ! 
2) 꾸란을 믿는 신앙인들 

今 

73-1)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온 불신자들이여! 
2) 과리 

! 3) 딸리브 : 우상으로부터 요구하는 우상 숭배자 
마뜰룹 : 우상 
언어적 의미로는 전자가 요구하는 자，후자는 요구를 받는 자란 뜻이다. 

8 75-1) 창조주가 천사들 가운데서 선지자를 선택한다는 의미는 인간 가운데서 선택된 선지자 및 
예언자들과 창조주와의 교량적 역활을 할 천사를 하나님이 사도로서 보냈다는 뜻. 한편 선 
지자 및 예언자는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창조주의 말씀을 전하여 인도하기 위해 인간중에서 
선택된 선지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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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지켜보고 
계시 노라 

76. 그분은 그들 이전에 있었던 
것과 그들 후에 있을 것을 알고 
계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 
아가노라 

77. 믿는자들이여 허리숙여 부복 

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선을 행하 
라 그리하면 너회가 번성하리라 

78. 하나님의 길에서 성전하라1ᅭ 
그 성전은 그분의 권리라 그분께 
서 너희를 선택하사 종교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노라 그럼으로 
너회의 선조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르라 그분은 전에도 그리고 오 
늘날에도2> 너희를 무슬림이라 부 
르셨으며 그 선지자가 너희에의 
증인이 되고 너희는 백성들에게 
증인이 되리니 예배를 드리고 이 
슬람세를 바치라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라 그분은 보호함과 도와 주심 
이 가장 으뜸가신 보호자 이시라 

松必0以과u;必必쇼松消 

必와仏이※"少必，歎 
©6_갰쒸接옜따 炎5 

ᄂ;고4의^주 々沙》^ 섯요하; 
보==싶 따^。士재 겠多냐과 
빼와J 여必公;^^ 

■接、; 己鄕 
©以빠，;多여多災次 

形-1) 너희 영혼과 재산과 너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성전하라. 

2) 꾸란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계시한 모든 성서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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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에서 계시된 118장으로 신앙의 원리 즉 유일신론과 메세지，그 
리고 부활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겸손한 예 
배，겸손한 자선행위，허영과 욕망에 대한 자제，성실과 정직을 겸비 
한’ 신앙은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된다. 그것은 마치 사람들이 그들의 
위선적인 동기로 말미암아 노아나 모세 그리고 예수를 조롱하고 중상 
모략하였으나 이들 예언자들의 정직한 신앙이 승리를 한 것과 같다는 
내용이 1〜50절 사이에서 다투어 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예언자 및 
선지자들 그리고 정직한 사람들은 형제애를 결성하게 되나 분열을 조 
성하고 믿음을 거절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이 51~92절 사이에서，사 
악한 마음과 행위，위선은 하나님에 대한 강직한 믿음 앞에서 반드시 
패배하게 된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미래는 천국으로 보장되어 있 
으나 믿음을 불신 °ᅡ는 자들은 다른 기회를 갖고자 노력하나 회개하기 
엔 너무 늦어 천국에 이를수가 없다는 내용이 93〜118절에서 제시되 

고 있다. „ 
본 장이 “무으민”(믿는 사람들)이라 불리워지게 된 것은 위에 언급 

된 바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무으민)은 번성하여 천국에 이르 

게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무으민”장이라 불리워지게 되었다 
(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op. dt, 제9권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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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장 

자비^우시고 자에로우신 

^나님의 이름으로 

1. 믿는 사람들은 번성하나니1ᅭ 

2. 이들은 예배에 임하여 겸손하 
는 자들이며1> 

■公，뼈， 

(5 췌V■츠 

® 己;냐丄 多쫏요그 경고 (최J 

3. 헛된 말을1> 하지 않는 자들이 
며 

4. 이슬람세를 바치는 자들이며 

5. 그들의 순결을 지키는 자들이 
라1》 

6. 그러나 아내와 오른 손이 소 
유하는 것들은 제외되어 나무랄 
데7} 없노라 

7. 그러나 그 한계를 넘에> 욕망 
을 가진 자2> 실로 그들은 죄인들 

이라 

8. 그들의 신용을 지키고 계약을 
준수하는 자들이며 

©& 抑辨存뱄교쌍松0D項 

:료껍유衣‘^3左)奇 

1- i) 아플라하: 어휘의 뜻은 완전히 승리하다，번성하다, 성공하다，목적올 달성하다 또는 슬픔이 
나 어떤 재앙으로부터 구제를 받다 둥의 여러가지 뉘앙스를 갖고 있으나 그 조건은 믿음과 
선행이 병행될 때라 이해되고 있으며 현세에서도 이루어 질 수 있으되 내세에서는 확실히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의 어휘「까드」가 뒷받침하고 있다. 

2- 1) 카시우나 :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두려워 마음과 행동올 겸손해하고 겸허해 하는 이들 

3- 1) 거짓이나 험담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말. 
라구으 : 불신하는 것 그리고 오만함과 무용한 언어나 행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풀이하고 있 
다<이브누 무크타싸르 559/公). 

5-1) 성욕을 유발할 정도로 살결을 드러내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간음하지 아니하고 순결올 
지켜 

7-1) 알아두나 : 허락된 것(할랄)을 넘어 금기된 것(하람)을 넘어선 자들 
2) 아내 외의 다른 여성에게 욕망올 가지는 것은 



제 23 장 무으민 : 9〜16 626 契鄕■ 

9. 그들의 예배를 충실히 지키는 
자들이니1》 

10. 이들이 상속인들이 되어1> 

11. 천국을1> 상속받아 그 안에서 
영생하리라 

1之 실로 하나님은 인간을1> 흙으 
로 빚은 다음 

13. 그를1> 한방울의 정액으로써 
안정된 곳에2> 두었으며 

14. 그런 다음 그 정액을 응혈1> 
시키고 그 응혈로써 살을2) 만들고 
그 살로써 뼈를 만들었으며 살로 
써 그 뼈를 감싸게 한 후 다른 것 
을 만들었나니3> 가장 훌륭하신 하 
나님께 축복이 있으소서 

15. 그런 후 너희 모두가1> 임종 
케 하니 

16. 심판의 날 너희 모두가 부활 
하노^0 

©餘賊私2與 

©述(必於^ 

® 公☆冬질고;！졌니호切5과 

©典 &此縱도述 

⑮ U公述어逆U값成湖攻 
깁;爲例 

© 么혹J속)노과5拜)々 

©抄歎述쒔妙 

9-1) 하루 다섯 차례의 의무예배를 정하여진 시간에 근행하는 자돌이니 

10- 1) 믿음과 선행으로 의로운 신앙인은 대지를 상속받는다고 제21장 105절에서 언급되고 있으나 
본 절에서의 상속은 천국을 상속받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Muhammad Al-Mualim, 

Tafsir A卜Imam Al-Tahri(Al-Qain), Dar Al-Shunq, 1977). p382. 

11- 1) 피르다우스 : 가장 위에 있는 천국으로 그곳으로부터 천국의 강이 흐른다고 전하여지고 있 
다. “너희가 하나님께 구원한다면 피르다우스를 구원하라 실로 그것은 중간과 가장 위에 있 
는 천국으로 그곳으로부터 천국의 강이 흐르니라”(무슬림이 전함) 

12- 1) 아담 

13- 1) 아담의 자손 
2) 자궁 

14- 1) 알라까 : 피의 일부분 
2) 무드가 : 세포 및 살의 일부분 
3) 영혼을 불어 넣은 후 가장 if■한 형상으로 완전한 인간형태를 만들었으니 

15- 1) 그렇게 하여 창조된 인간은 

16- 1) 심판을 받기 위하여 무덤으로 부터 부활되며 

I iii雜^雜離;배?않■街空浮！痛，^ 



제幻장 무으민 : 17〜2 627 起鄕:■ 

i 17. 하나님은 너희 머리위에 칠 
i 천을1> 만들었으니 그분은 창조하 
! 는데2> 결코 무관심하지 않노라 

꽤-g 

一®從次與改해 : 

' i 

2 18.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적당한 
양의1> 비를 내리게 하여 땅 속에 
저장하다가 그것을 다시 거두어 

| 가노라 

； 19. 그것으로1》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종려나무와 포도가 열리는 
정원을 두었노라 그 안에 과일들 

1 이 풍부하니 너희가 그 중에서 먹 
I 으과 

희^必® 
: 

20. 시나이 산에서1> 나무를^ 자 
라게 하여 이것으로 올리브 기름 
과 식용 양념을@ 생산케 하였노라 

구과左향;巧고心^ 

21. 가축에도1> 너희를 위한 교훈 
을 두었나니 그의 몸안에 있는 것2> 
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마실것올 
주노라 너희가 그 안에서 유익한 
것을 많이 얻고 또 그것을 고기로 

j 섭취하노라 

빼뼈빠뺐꽤 ■나 
©故紙銳銳班: 

22. 너희는 가축과 배를 타노라1> ©⑶■將s 

17-1) 따라이끄 : 따리까의 복수명사로 아랍인들은 어떤 것 위에 어떤 것이 겹쳐 있을때 이를 “따 
리까”라 부르고 있는데 이때의 뜻은 궤도^ 길 둥의 언어적 의미이나 본 절에서는 하늘올 의 

미하고 있다{Muhammad Al-Mualim, op. dt, pl383). ! 
2) 칠천 아래에 있는 것을 창조하는데 

18-1) 비까다르 : 필요한 양 및 적절한 양. 

19-1) 하늘에서 내리는 비 

20-1) 모세가 창조주로부터 직접 말씀올 들은 축복받은 산 
2) 을리브 나무 ; 
3) “올리브 열매를 먹고 그것으로 물감을 들이라 실로 그것은 축복받은 나무이니라”(아흐마드 
가 전함) 

21-1) 낙타，소 및 양 
2) 우유 

22-1) 바다에서 배를 타듯 육지에서는 낙타를 타며 배가 바다의 유람선이라면 낙타는 육지 특히 
사막의 유람선이라고 표현되고 있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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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하나님이 노아를 그의 백성 
에게 보내니1》그가 말하길 백성들 
이여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분 외 
에는 신이 없나니 너희는 두렵지 
않느뇨 

씼③■以 0按起故。述 

24. 이때 그의 백성가운데 불신 
자들의 우두머리가1> 말하길 이 사_ 
탐은 너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너희 위에 군림하려 하는 자라 만 
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다면 천 
사들을 내려보냈을 것이라2> 우리 
는 우리 선조들 가운데서도 이런 
것을 들어보지 못했노라 

북，■一以鄭齡3後 
산후必S版 t 街逆^^起 

25. 실로 이는 미친자에 불과하 
니 잠시동안 기다려 보라 하더라 

26. 이에 그가1〉말하길 주여 그 
1 들이 저를 부정하는 것에 대하여 

저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소서 

© 今홋참쯧 

27.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로 하 
여 우리가 보는 앞에서 우리의 계 

: 시에1> 따라 방주를 만들라 하였으 
며 우리의 명령으로 계곡이 물로 
넘치니 각 종류의 한 쌍과 너의 
가족을 태우라는 말씀이 있었노라 

3 그러나 거절한 자들은^ 제외라 죄 
：； 지은 자들을 위해 내게 구원하지 

말라 그들은 익사할 것이라 

;도닛2t 在그 k士5)以^농 
少^與紫)_技與 : 

해心와典^^述 

© &호其섰於나%後見次4 

1 23-1) 우상숭배로 죄지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아가 예언자로 백성들에게 보내어 졌을 때 
그의 백성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듯이 무함마드도 조롱과 박해를 받게 됨으로 

I 인내해야 된다는 위안의 교훈이 제시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op. dt, 제9권 
통 P56). , 

1 24-1) 노아의 백성중 불신자들의 우두머리 1 
' 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려 하였다면 우리와 똑갈은 인간이 아니라 천사를 보냈 
: 을 것이라: 1 
1 26-1) 노아 

1 27-1) 옹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명령 
2) 노아 네 아내와 네 아들 처럼 믿지 아니한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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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너와 그리고 너와 함께 한 자 
가 배를 타면서 죄지은 백성들로부 

| 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라고 말하라 

次◎旧께必년心“ S起강與 
© 心유心難 i재그々 

29. 주여 축복받은 땅에 이르게 
하여 주소서1ᄉ 당신이야말로 그렇 

| 게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분이 
| 시읍니다 

© (그!의도“도括 其受린솬농3》; 

30. 실로 그 안에는 예증이 있었 
J 으며 우리는 이 말씀으로 그들을1> 
5 시험했노라 

31. 그 후에도 하나님은 그들 이 
i 후 또 다른 세대를1ᅮ 세웠노라 

32. 그들 가운데에1> 한 예언자를^ 
보내었으니 이는 너희가 한분 밖 
에 없는 하나님을 경배토록 함이 

| 라 너희는 두렴지 않느뇨 

:i>lj，乂A그多4 

1 33. 현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 받은 그 백성의 족장들은 믿음을 
1 불신하고 내세의 상봉을 부정하며 
J 말하길 이 사람은 너희와 마찬가 
j 지로 한 인간에 불과하니 너희가 
S 먹는 것처럼 그도 먹고 너희가 마 

시는 것처럼 그도 마시는 인간일 
1 뿐이라 

쑈 供^起^if변% 
©⑶때; 

34. 만일 너희와 다를바 없는 한 
1 인간에게 복종한다면 너희는 분명 
{ 잃은자들이 되리라 하더라 

분려 »於^如棟 

| 29-1) 방주로부터 육지에 내리면서 행한 기원이라고 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 | 

| 30-1) 노아의 백성 

| 31-1) 아드 백성 

32-1) 아드 백성 
} 2) 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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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너희가 죽어 흙이되고 뼈만 
남을 때 너희가 다시 소생할 것이 
라 그가 약속하였더뇨 

36. 너희가 약속받은 것은 불가 
능한 것이라1> 

37. 실로 현세의 삶 외에는 아무 
런 생명이 없노라 우리가 죽어 다 
시 살아 부활한다는 것은 블가능 
한 일이라 

38. 실로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하는 한 사내에 불과하거늘 
우리는 그를 믿을 수 없도다 

39. 이때 예언자께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들은 저를 부정하나 
이다 라고 기원하나니 

40. 하나님께서 대답하사 그들은 
곧 뉘우치게 되리라 

41. 그후 그들에게 적절한 벌이1> 
내려졌으니 하나님은 그들을 죽은 
낙엽으로 만들어 그 죄지은 자들 
을 멸망케 했노라 

42. 그런 다음 하나님은 그들 이 
후의 다른 세대를1> 세웠노라 

43. 어느 백성들도 그들의 운명 

■與效改炎故，샜 

必^ 技我16與나 
系必巧3 

逆K교系다0◎성 0活 

©必於쉔必，⑶ 

.巡救귀巧최知述必、③ ©쇼， 
©逆；版갖ᆻ나私必賊多 

©»라m바과 

36-1) 하이하트 : 동명사로 그 뜻은 14멀리 떨어져 있다”는 내용으로 본문에서는 인간이 한번 죽어 
흙이 된 후에는 다시 부활할 수 없다는 불신자들의 이야기로 본다. 

41- 1) 사히하 : 돌풍，폭풍, 강풍이란 뜻이고 r학끄」는 진리, 정의，진실이란 뜻으로 “정의의 폭풍” 

이란 언어적 개념으로 본 절의 의미는 불신자들이 정당히 받아야 할 적절한 벌로 이해된다- 

가브리엘 천사가 창조주의 명령에 따라 폭풍을 일으켰을 때 그 폭풍은 대지를 휩쓸어 불신 
자들은 마치 홍수위에 떠내려가는 쓸모없는 찌꺼기 또는 거품 같았다고 해설가들은 풀이하 
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op. cit, 제9권 p58). 

42- 1) 살레와 아브라함의 세대，롯과 슈와이브의 세대. r이브누 압바스」는 이스라엘 자손이라 해 
석하고 있다.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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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하나님은 마리아의 아들과1> 
그의 어머니를 하나의 예증으로 
하고 높은 곳을2》그들에게 안식처 
로3> 제공하니 그곳에는 목초와 샘 
이4> 있더라 

51. 선지자들이여 허락된 좋은 
것들을15 섭취하되 선을 행하라 너 
희가 행하는 일들을 내가 알고 있 
노라 

52. 실로 너희의 공동체는1ᅭ 하나 
이며 내가 너희의 주님이거늘 항 
상 나를 두려워하라 

53.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의 종 
교에서 여러 종파로 분열한 후 각 
종파에 만족하고 있노라 

54. 그러나 잠시동안 그들을1》혼 
란한 무지상태로 두라2> 

56.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산과 
자손을 주리라 그들은1ᅮ 생각하느 

너 技仏험침께5;&心巧ᄐw 

© / 

다•弊; 쇄。■，越 
©것以公쯧 

©身정與篇하괘액法松成 

다在벼왓與^^ 
©答i接3 

® 옳 (흐^兵J욧 Cjf冬SS 

故〜分쑈棟巡최 

56.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서둘 
러1ᅮ 선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50- 1) 예수 
2) 루브아 : 높이 솟아있는 장소가 언어적인 뜻으로 이곳은 예루살렘이라 해석되고 있다 

(Mahammad Al-Mualim, op. cit, p.386). 
3) 다타 까라르 : 평평한 곳 또는 열매가 열리는 과실수가 있어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 
4) 마이인 : 땅 위로 흐르는 물. 

51- 1) 허락된 음식. 

改-1) 종교는 

M-l) 메카 불신자들. 
2)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로하면서 메카 불신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55-1) 이들 불신자들. 

改-1) Muhammad AHVlualim은 “증가한다”로 해석하고 있다(op. cit, p.386). 

■■液i■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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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노라 그들이 모를 뿐이 
라2》 

57. 실로 주님을 두려워 하며 생 
활하고 

® 多》%봐反셋신 

58. 주님의 징표를 확증하며 

59.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60. 주님께로 돌아갈 것을 두려 
워하며 마음으로 자선을 베푼자 
있나니 

61. 이들은 서둘러 선을 행하며 
앞장서 실천하노라 

셌%셌:桃伊 e 益路與 

® 石#以;乂 잊푠나 째5 

62. 하나님은 능력 이상으로 무 
거운 짐을 주지 아니하며 진리를 
보여주는 기록을1> 가지고 있으니 
그들은 결코 불공평한 대접을 받 
지 않노라 

63.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것 
을13 전혀 염두에 두지 않으며 혼 
돈과 그 밖의 다른 행위를2> 계속 
하니 

典‘別針應 lOia多 장g明 
公與_) 

64. 안이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벌을 내렸노라1ᅭ 이때 그들은 애원 
하더라 

©폐방V與;多쟀逆량 

2) 불신자들이 말하길，“우리는 더 많은 재산과 자손을 가지며 벌받지 아니 하니라”고 말한 불 
신자들에 대한 대답으로，창조주께서는 세상을 원하는 사람이나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나 재물을 주지만 종교는 창조주가 원하는 자 외에는 주지 아니한다고 하디스는 전하고 있 
다(아호맏). 

放-1) 인간이 행한 선과 악의 모든 행위가 쓰여진 기록장 

63- 1) 꾸란. 
2) 창조주를 부정하는 행위 이외의 것으로 창조주가 좋아하지 아니한 행위들. 

64- 1) 기아상태 및 살생되거나 전쟁포로가 되는 벌. 이브누 압바스는 7년간의 기아상태라 풀이하 
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바드르 전투에서의 살생과 포로가되는 벌로 풀이되고 있다 
(Muhammad Al-Mualim, op. cit, p.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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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오늘에 이르러 애원하지 말 
라 말씀이 있을지니 너희는 분명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교•，務!在效 

66. 나의 말씀이 너희에게 낭송 
될 때마다 너희는1> 돌아보지 아니 
했더라 

©폐炎책며빠藏， 

67. 그것에” 관한 무지한 말들은 
밤에 우화를 얘기하는 것과 갈은 
것으로 

® 多系!?“K冬^匕 

期. 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지 아니 하느뇨 그들 선조 
들에게 없었던 것이 그들에게 왔 
다고 생각하느뇨1> 

起떼伊均名고^取述藏與與 

69. 아니면 그들이 그들의 선지 
자를 알지 못하여1》그를 부정하려 
하느뇨 

70. 아니면 그가1ᅭ 미친 사람이라 
고 말들 하느뇨 그러나 그분은 그 
들에게 진리를 가지고 왔으나 그들 

유 대부분이 그 진리를 싫어하더라 

啓과多라요 장W故抄 
©짚 

71. 이짜도 그 진리 그들의 
욕망을 따랐다면 하늘과 땅과 그 

않在쟁6죄|一3 離後均多 

' 66-1) 메카의 불신자들 

67-1) r이브누 카씨르」는 꾸란으로^「이브누 알자우지」는 하람사원으로 해석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opt cit, 제9권 p•效). 

松-1) 창조주가 인간에게 메세지를 보낸 것은 선지자 무함마드에게만 새로히 보낸 것이 아니라 
아담때부터 계시하였다. 계시된 창조주의 말씀은 아담 때부터 계시되었으므로 새로운 것이 
아님올 발견할 수 있다고 Abdullah Yusuf 새는 해석하고 있다(따 dt, p.886 Note 
No.2918). 

效-1) 무함마드가 믿음직스럽고 진실하며 품성이 훌륭한 선지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 

70- 1) 선지자 무함마드 

71- 1) 학끄 : 진리 또는 정의라는 언어적 개념이나 본 절에서의 의미는 유일신 사상，즉 하나님 외 
에는 어떠한 형태의 신도 존재하지 않다 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Muhammad Al-Mualiam, op. cit, p*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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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백뿌^商 

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무 

질서속에 있었으리라 하나님이 그 
들에게 교훈올2> 보냈는데도 그들 

은 그 교훈에 등올 돌리더라 

© 때및接必? 

72. 너희는 그들에게 어떤 보상 
을 요구하느뇨1》주님의 보상이 가 

장 좋은 것으로 그분은 가장 훌륭 

한 수여자이시라 

@ 藏腦淡 1冬취與썅겠m 

73. 실로 그대가 그들을 옳은 길 
로1> 인도하고 있으나 ④려如此炎 

74. 내세를1> 믿지 아니한 자들은 

그 길로부터 탈선하고 있으니 
@ 65《化!제 1士1身과 화용次3多I ^ 

75. 만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 

비를 베풀어 그들의 고통을1ᅵ 제거 

하여 준다하더라도 그들은 죄악을 
더하여 방황하게 되리라 

76. 하나님이 그들을 벌1>하였는 
데도 그들은 주님께 겸손치 아니 

하고 간청하지 않더라 

77.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혹한 
벌의u 문을 열 때에 보라 그들은 

그 안에서 절망하게 되리라 

起빼빼빠^起?; 

보紋 成'必的述 

灰>1요起 S於轉;典賊육必i 

72- 1) 무함마드여 불신자들에게 복음올 전한 댓가로 보상을 요구했느뇨? 

73- 1) 천국으로 이르게 하는 이슬람. 

74- 1) 부활 및 보상 그리고 응벌. 

75- 1) 기아와 가뭄 및 그밖의 다른 고통. 

76- 1) 기아와 가뭄 그리고 바드르 전투에서의 살생 및 포로 

77- 1)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에게 있었던 기아의 고통이나 바드르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서 겪었던 
고통이라고 해석되고 있으며，(Muhammad AI-Muaiim, on dt, pl388 참조) 다른 한편으로 
는 내세에서 있올 무서운 옹벌이라고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op. dt, 제9 
권 pl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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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그분께서 너희에게 청각과 
시각과 촉각을 주셨건만 너희는 
감사하는데 인색하도다 

以때!;뼈 3 해，^ r 

79. 너희를 지상에 번식케1> 하신 
분이 그분이시니 너희는 그분께로 

집합되리라 

@ 公도었깁C갔在在교多3 

80. 생명을 주시고 앗아가시는 
분도 그분이시며 낮과 밤을 달리 

p 하여 주시는 분도 그분이시거늘 
너희는 알지 못하느뇨 

必6쌌此起占必■爲 
©6■賊與 

81. 그러나 그들은1》선조들이 말 
한 것과 다를 바 없으니 

©생겠0祝其이與깃 

82. 우리가 죽어 흙과 뼈가 되었 
올 때 다시 부활될 수 있느뇨 라 
고 그들이 말하도다 

©(I沒혀TO始齡賊리 il;， 

83_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그리 
고 우리 선조들에게도 약속되었지 
만 실로 이것은 옛 얘기에 불과하 

j 다 말하니 
©■■敬 

84. 일러가로되 대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하여 
있느뇨 너회가 만일 알고 있다면 

1 말하라 

® 以以식之度si■，셋、고j 

85. 그들은 말하리라 하나님께 귀 
속하여 있도다 일러가로되 그래도 

1 너희는 교훈을 수락하지 않느뇨 

©(I接充如接쑈혀其: J 

86. 일러가로되 칠천의 주인은 
1 누구이며 권자의 주인은 누구냐고 

할 때 

©旧나:과;於낙대必浴쑈 ; 

1 79-1) 다라아 : 창조하여 번식케 하다. 

| 81-1) 메카 불신자들 

느. 友 유 법!一令 " 국 (프: ^ ~ ^ 공人 효2 w r >__' ^ ~ ^ • -、、<兵» ■■，生.，"'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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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도다 
라고 그들이 말하리니 일러가로되 

; 너희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느뇨 

쑈典^: : 

88. 일러가로되 모든 것을 주관 
하시는 분이 누구시뇨 또 모든 것 

1 을 보호하시나 보호받지 아니한 
J 분은 누구시뇨 만일 너회들이 아 

는 자들이라면 말하라 하니 

맸있챦次紙與炎: 一必놘 

89. 하나님 이시라 그들이 말하 
J 리니 일러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 너희는 현혹되고 있느뇨 

©여雜쑈次은起^ : 

90.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리를1> 

i 주었건만 실로 그들은 거짓을 말 
하는 자들이 라 

©—_빼；빼 I 

J 91. 하나님은 자식을 두지 아니 
하셨으며 그분을 대적할 어떠한 

5 신도 없노라 만일 다른 많은 신들 
이 있었다면 각 신들은 자기가 창 

! 조한 것을 빼앗아 갔을 것이며 다 
른 신을 지배했으리라 하나님이여 
그들이 묘사하는 것을 초월하여 

j 홀로 영광받으소서 

다태_쇼 與。物3匕 J 

々k그。나운※9)6“적솨^ 
@6^ | 

92. 그분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 
1 이는 것도 다 아시는 분이시니 그 
1 분께서는 그들이 비유하려는 것 

위에 계시니라 

©(I患•최쩌 s와 ; 

93. 일러가로되 주여 저로 하여 
! 금 그들에게 약속된 것을 보이시 
1 려면 

©G起K述均起쑈 ； 

94. 주여 저를 죄지은 백성가운 
| 데 두지 마옵소서 

到 (K表次炎在 | 

j 90-1) 유일신 사상과 부활 및 보상에 대한 진리.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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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실로 하나님은 그분이 그들 
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에게 보여 
줄 수 있노라D 

©교.쑈니必1>後花입 

96. 선행으로 악을 쫓으라 하나 
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1》알고 
있노라 

©。物與於행년나松疏約 

97. 일러가로되 주여 사람들의 
유혹으로부터 당신께 보호를 구하 
나이다 

©(조낮강I심)5 士욕느외당乂多) 

98. 그들이 제 앞에1> 나타나지 
않도록 당신께 보호를 구하나이다 

99. 죽음이 그들에게 이를 때 주 
여 저를 다시 돌려보내 주소서 

100. 제가 남겨둔 여생 동안 선 
을 행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나 
그러나 결코 할 수 없나니 그것은 
그가 지껄이는 말에 불과하며 그 
들 앞에는 부활하는 그날까지 장 
벽이 있을 뿐이라 

101. 그날 나팔이 불리우면1》그들 
사이에 더 이상의 유대 관계가 없 
어지며 서로가 묻지도 아니 하노라 

102. 그때 그의 선행이 많았던 
자들은 번성할 것이며1> 

© 방5;발Ife; ‘심회， 

~원在여깁化取방多: 

竹묫훼松雜多轉與해쨘 
© 쇼⑵义ᅀ笑살S士; 

©』文향i 

95- 1) 그대 무함마드를 통하여 불신자들에게 경고된 옹벌을 보여 줄 수 있으나 뜻에 따라 그 벌 
을 잠시 유예할 뿐이라. 

96- 1) 거짓하고 기만하며 위선하는 그들의 행위를 

98-1) 제가 행하는 어떠한 일에도 

101- 1) 부활올 알리는 두번째 나팔이라는 해석은 Muhammad AH-Sabuni학자의 견해요 첫번째 
나팔이라는 해석은 Muhammad A卜MuaUm의 견해이다. 

102- 1) 선행이 실수보다 많았을 경우 그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보상올 받는다고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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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그의 저울이 가벼운 자들은 
1 그들의 영혼을 잃고 지옥에서 영 
| 원히 사노라 

ᄄ！^쇼곗_起^—^ i 

©6히지;法 

104. 불이 그들의 얼굴을 태우니 
: 그들은 그 안에서 고통을 맛보더 

1 라 

105. 나의1> 말씀이 너희에게 낭 
송되지 아니 하였느뇨 너희는 그 

i 것을 부정하였노라 

必餘葬《衣炎效^換成라 i 

106. 이때 그들이 말하리니 주여 
불행이 저희를 덮치나이다 저희는 

: 방황하는 백성이었습니다 

©故^改있엊均薄않聲與 : 

! 107. 주여 그것으로부터 저희를 
5 구하여 주소서 저희가 다시 죄악 

을 반복한다면 실로 저희가 죄인 
들이옵니다 라고 하니 

108- 그분께서 말씀이 있노라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내게 말 

1 하지 말라 

©쇄쳇빼化 

109. 주여 믿나니 저희를 용서하 
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읍소 
서 당신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자 
비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 
하는 무리가1》나의 종들 가운데 

J 있었더라 

故絲생其誠^도^齡與 ! 

0니隊0떠되沒成 | 

110. 그러나 너희들은1> 그들을 
[ 조롱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나를 염 

원하는 것을 망각케 했으며 그때 i 
j 너희가 그들을 비웃고 있었노라 

棟然않及錄광必^ i 

© 성i玉? 

| 105-1) 나 하나님의 

109-1)「빌랄j，『카바브시「슈하이브」등 그밖의 언약한 무슬림들이었다고 까라다는 풀이하고 있 
1 다(알꾸르뚜비 154/12》. i| 

I 110-1) 아부 자홀을 비롯 그의 추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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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실로 나는 오늘 그들이 인 
내한 것으로 보상을 하나니 그들 
이 승리자들이라 

112. 그분께서 너희는 몇해 동안 
지상에 체류하였느뇨 라고 말씀하 

f 시니 

노? 玉고。^分1 

113. 하루 아니면 하루의 일부분 
에 지나지 않습니다 셈을 계산하 

5 는 자에게1》물어보십시요 라고 그 
j 들은 대답하더라 

114. 너회가 알고 있다면 실로 
: 너희는 잠시 체류한 것에 불과하 
1 다는 그분의 말씀이 었었노라 1 

© 볏父^넷성斗^ 

115. 하나님이 너희를 장난으로1> 

창조하였다 생각하였느뇨 실로 너 
회는 그분에게로 돌아가니라 

©흙쟀^^ 

116. 진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 
양하라 그분 외에는 신이 없으며 

i 그분은 옥좌의 주인이시라 나며' 

117. 하나님과 더불어 무런 권 
한도 없는 다른 신을 숭배하는자 

i 주님께서 그를 계산하시니 실로 
불신자들은 번성치 못하리라 

少:겨以一 rK은G 
© 述辨雄與政士‘‘피! 

118. 일러가로되 주여 용서하여 
!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당 
I 신이야말로 은혜를 베푸는 가장 
훌륭한 분이시읍니다 

1 113-1) 인간들의 업적을 기록한 천사들이라 해석되고 있다(Muahmmad Al-Mualim, op. cit, 
1 p.391). 

| 115-1) 아무 목적없이 무의미 하게 인간을 창조하였다고 생각하며 또한 동물처럼 너희에게도 나 
J 의 벌이 없으리라 생각하였느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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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은 메디나에서 계시된 여절로 이슬람법의 기본법칙과 윤리관 

을 다루고 있다. 

공동사회를 구성하는 가족에 관한 일반 법칙을 다루고 있는 본 장 

의 개요는 다음과 갈다. 

성범죄 및 성범죄 행위와 관련된 행위는 엄중한 벌을 받아야 하며 

또한 그에 대한 엄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허위로 음모를 조성하는 

것도 벌을 받아야 한다. 

여성을 가볍게 보는 언어행위도 비난 받아야 한다는 것이 1절〜26 

절 사이의 개요이며，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되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 

가장 훌륭한 예법은 그가 입고 있는 의상과 품위에서 발견된다는 것 

이 제27장〜34절 사이의 개요이다. 제35절〜57절에서는 빛과 어둠을 

비유로써 묘사하고 있다. 제58절〜64절 사이에서는 예의，즉 대중생 

활과 집단생활에서의 예의는 최고의 도덕이요 윤리이며 이것은 창조 

주에게로 향초ᅡ는 인간의 정신적 일부분으로 묘사되고 있다. 

본 장이 누르(빛)장이라 일컫게 된 것은 창조주는 곧 만물의 빛으로 

인간사회의 기본이며 핵심적 구성요소가 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일반 

법칙이 계시되고 있기 때문으로「누르ᅪ 즉 빛 또는 복음의 장이라 불 

리워지게 된 것으로 본다(사프와트 타파씨트 제10권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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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으로 

1.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한 율법 
으로 그안에 진리의 말씀을 계시 
하였나니 이로하여 너희가 교훈을 
받게 하고자 함이라 

2. 간통한 여자와 남자 각각에게 
는 백대의 가죽태형이라1>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믿는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되 그들에게 동정 
치 말며 믿는 신도들로 하여금 그 
들에 대한 형벌을 입증케하라2> 

3. 간통한 남자는 간통한 여자 
또는 신을 믿지 아니한 여자 외에 
는 결혼할 수 없으며 간통한 여자 
는 간통한 남자 또는 신을 믿지 
아니한 남자 외에는 결혼할 수 없 
나니 이것은 믿는 신도들에게 금 
지되어 있노라 

4. 순결한 여성들을 중상하는자 
들이 네명의 증인을 내세우지 못 
할 경우 그들에게 여든대의 가죽 
형을 가하되1ᅮ 그들의 증언도 수락 

■L 

Q스玄찾 쇼f多냐 U-다 

빠域逆賊淡敬故 
①述松於2 

系 
成心생?^與(在故抄乂從^ 

통5UJJV고석되;넷도관; 

必以知및^在々々;8요;;호 

此射次銳典^明^묘與 
백切빼淑必^빼 

©6美선 必고5免 

2-1) 하디스는 간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믿는자라면 간통하지 아니 하니 
라”(Bukhari and Muslim) 가장 혐오스러운 것에 관하여 질문을 받은 선지자께서 말씀하길 
“그것은 너희 이웃의 아내와 간통한 것이니라” 간통에 적용되는 형벌은 간통한 자가 미혼 
남성이거나 결혼 서약을 했으나 아직 아내와 부부관계를 갖지 아니 했을 경우 이에 적용되 
는 형량(Hudud)은 100대의 가죽 태형과 1년간 추방이며，미혼 여성일 경우는 미혼 남성 간 
통자에게 적용되는 100대의 가죽 태형이나 추방은 제외되고 있다. 그 이유는 추방되었을 경 
우 그 사회에서 또 다른 간통을 하게 됨으로써 타락하는 것올 막기 위해서라 해석되고 있다 
(최영길, 이슬람의 생활규범, 명지대학교 출판부，1985. P391-392 참조). 

2) Ibid，p.392-395 참조， 

4-1) 하디스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선지자께서는 중상모략자들에게 粉대의 가죽형을 가하였 
다<Sahiih) 중상 모략자들에 후드드(Hudud》가 적용되는 목적은 무슬림의 명예와 위엄을 보 
호하고 사회악이 번지는 것을 막는데 있으며 중상모략에 후드드가 적용되는 조건으로는 ; 
① 중상모략자가 성인으로 건전한 무슬림일 것. 
② 중상모략올 당한 사람이 사회에 좋지 않온, 그리고 풍문이 없는 사람일 것• 
③ 피해자는 후드드를 요구할 수 있음과 동시에 중상모략자를 용서할 권리도 가진다. 
④ 중상모략자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중할 4인의 증인을 출석시킬 수 없을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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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실로 중상을1> 퍼뜨린 무리가 
너희 가운데 있었으되 그것을 너 
회에2》대한 죄악으로 생각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위한 선으로 생각 
하라3》모든 인간은 그가 죄악으로 
얻은 만큼 보상되며 그 가운데의 
우두머리는 더 큰 벌을 받으리라 

12. 너희가 그 풍문을 들었을 때 
믿는 남자도 믿는 여성도 스스로 
더 큰 복이 되었으니 이것은 분명 
한 허위라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 

지 아니 하였느뇨 

13. 왜 그들은 그것을 입증할 네 
명의 증인을 세우지 못했느뇨 그 
들이 증인들을 세우지 못했으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세> 허위자들 
이라 

14. 만일 현세와 내세에서 너희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없 
었다면 너희가 중상했던 것으로 
인하예> 큰 벌을 맛보았으리라 

11-1) 이 중상 모략은 믿는 사람들의 어머니(움물 무으미닌》라고 불리우는 아내「아이샤j 에 대한 
사건으로 헤즈라 5년 중순 경「바누 무스탈리끄』에 원정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일들을 중상 모략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군 명령이 발표되었을 때「아이샤」는 그녀가 떨어 
뜨린 귀중한 목걸이를 찾으러 나가고 그녀의 천막에 없었다. 또한 그녀가 묶고 있는 곳이 
숨겨져 있었으므로 군대가 다음 진지의 휴식처에 도착할 때까지 그녀가 천막 안에 없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한편 그녀는 이미 군대가 떠나버린 캠프에 앉아 휴식을 취하면서 누군가가 그녀가 있는 곳 
으로 돌아오리라 기다리고 있다가 밤이되어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사프완J 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이때「사프완」은 혹시 진지에 남겨두고 온 것이 있올 경우 그것들올 모 
아오기 위하여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사프완」은「아이사」를 그의 낙타에 태워 군대 
가 타고 갔던 낙타의 발자국을 따라갔다.「샤프완」이 r아이샤」를 그의 낙타에 태우고 갔던 
이것이 적들에게 중상모략을 할 기회를 주게된 것이다. 

2) 「아부 바크르」와 예언자 무함마드를 따르는 신도들 

3) 『아이사」에 대하 중상모략은 오히려 다섯가지 측면에서 교훈이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첫째는 순결한 여성을 보호하는 율법이 계시되었다는 것과, 

둘째는 믿는 사람들의 어머니인 아이사의 순결이 중명되었다는 것과， 
세째는「아이샤」의 순결이 입중됨으로싸 더욱 큰 인품이라는 보상올 받게 되었으며， 
넷째는 모든 신앙인에게 교훈이 되고, 

다섯째는 중상 모략하는 자에게는 벌이 가해진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13- 1) 하나님의 율법에서 볼 때 

14- 1) 실수하여 아이샤(Aisha)를 중상 모략했던 일로 인하여 

j均菜(호21沙장 
的換‘대향%知■與& 

©化대別難效換 

與⑷I과쇳此쇼班與^犯J? 
©향 

;雄犯강빼 
©必:雜冷此죄雄 

최滅與私必嚴想^ 必必요數 
(용其寒하: ※고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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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라 너희가 단지 너희의 혀 
로써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는바 
없이 너희 입으로만 얘기하며 또 
한 그것을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 
여 버리나 하나님 앞에서는 중대 
한 일이라1ᅩ 

16. 너희가 그것을1ᅮ 들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말할 권리가 없나 
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소서 
이것은 큰 거짓입니다 라고 말하 
지 아니했느뇨 

17.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훈계하 
사* 진실로 너희가 믿는자라면 결 
코 그런행위를 되풀이 하지 말라 

18.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예증들 
을1> 밝혀주시니 하나님은 아심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19. 믿는자들 가운데에 추문이1) 
퍼뜨려지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은 
현세와 내세에서 고통스러운 벌을2》 
받으리니 하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알고 계시니라 

20. 만일 그대들 위에 하나님의 

紙與 6强;接其淨改 
必 ，策■ 

빼뼈*，與빠 

© 다침供此!多以 

©및效此녕脚뢰藏 

f차셋쇼匕데⑭化以홧 

©始쑈^疏◎휴一⑷延; 

15- 1) 본절에서는 세가지 유형의 책망이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다. 
첫째，사악한 또는 욕된 말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혀를 더럽힐 이유가 없는데도 사악한 말 

을 하는 경우， 
둘째，확실한 근거도 없이 또는 아는 바 없이 남을 의심하는 경우， 
셋째，가볍게 또는 소홀히 어떤 것을 다룸으로서 남의 명예에 손상올 주는 경우이다. 
사람들은 위의 세가지 유형을 가볍게 볼 수 있으나 창조주가 보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 
이며 특히 신앙이 두터운 여성의 명예에 대한 것일 때 더욱더 중요한 문제라고 Abdullah 
Y. Ali는 풀이하고 있다(The Glorious Kurar. p.900 Note No.2968). 

16- 1)「아이샤」에 대한 중상 모략 

18- 1) 이슬람법(Sharia》, 훌륭한 예법 및 일반 생활규범에 대한 예증들 

19- 1) 중상 모략하기 위해 추문을 퍼뜨리는 것으로 특히 순수한 여성을 중상모략하기 위한 방법 
으로 그녀가 간통을 하였다고 퍼트리는 추문 

2) 현세에서는 이슬람 법에 따라 형량(Hudud)이 적용되며 내세에서는 지옥의 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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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총과 자비와 은혜가 없었다면 
실로 그들은 패망했으리라 

21. 믿는자들이여 사탄의 뒤를 
따르지 말라 사탄의 뒤를 따르는 
자에게 사탄은 그로 하여금 항상 
죄악과 비행을 범하도록 하니라 
만일 너희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없었다면 너희 가운데 어 
느 누구도 청결할 수 없었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있 
는 자를 청결케 하셨나니 하나님 
은 들으심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22. 은혜와 복을 받는 자가 친척 
과 필요한 자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집을 떠난 그들에게 자선욜 
베풀지 아니하려 맹세하는자 너회 
가운데 없도록 하라1> 그리고 그들 
로 하여금 관용을 베풀도록 하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관용 
을 베풀어 줄 것을 원하지 아니하 
느뇨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 
로 충만 하심이라 

23. 사실을 알지 못하고 순결한 
여성들을 중상하는 자들은 현세와 
내세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 
들에게는 크나큰 벌이 있으리라1> 

꽤원벼※■그빼 
聲本 
렇多갰雜術必^次在 

©私예; 

d與…强次색;及_고病必 
향;敏 ⑯겼쇼轉父接此 

않니i◎쇠此9心';온3分값 

22- 1) 제1대 칼리프 부 바크르는 정신적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받은 것은 물론 
축복받은 그것으로 이슬람과 무슬림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였다. 그 
의 외숙모 아들「미스따하」도 아부 바크르의 도움을 받았다. 미스따하는 메카로부터 메디 
나로 이주하여 온 무하지린 중의 한 사람으로 바드르 전투에 참가하였다. 그런데 아부 바크 
르의 딸 아이샤(Aisha)에 대한 추문을 미스따하가 퍼뜨렸을 때 아부 바크르가 미스따하에 
게 자선을 베풀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을 때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본절이 
계시된 후 부 바크르는 곧 바로 회개하였으며 이전에 자선올 베풀었던 것처럼 미스따하 
에게 자선올 베풀었다고 풀이되고 있다(Muhammad Al-Mualiw, Tafsir A卜Imam 

Al-Tabri, Qairo, Dar Al-Shurq, 1977, p.393). 

23- 1) 본절에서 의미하는 저주는 선지자 무함마드의 아내를 중상 모략한 자에 대한 것으로 그의 
회개는 수락되지 아니하나 그밖의 회개는 수락된다고 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무함 
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0권 op. cit, 14). 본 절은 메카 불신자들에게 대하여 계시된 절로 
여성들이 메카를 떠나 메디나로 이주하기 위해 나갈 때면 불신자들이 이들 여성들올 중상 
모략하였다고 아부 함자는 풀이하고 있다{알바흐르 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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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그날에는 그들의 혀들과 손 
들과 발들이 그것들이 저질렀던대 
로 증언할 것이라 

25.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당한 보상을1> 하시나니 하나님 
만이 정당한 진실이심을 알게 되 
리라 

26. 순결치 못한 여성은 순결치 
못한 남성을 위해서 순결한 남성 
은 순결한 여성을 위해서 훌륭한 
여성은 훌륭한 남성을 위해서 훌 
륭한 남성은 훌륭한 여성을 위해 
서 있나니 이들은1} 그들이2〉무엇 
이라 중상하여도 결백하나니 그들 
에게는 관용과 양식과 은혜가 충 
만하리라 

27. 믿는자들이여 허락을 받고 
그 집안 가족에 인사를 하기전까 
지는 너희집이 아닌 어떠한 가정 
도 들어가지 말라1> 그것이 너희에 
게 복이 되리니 너희가 교훈으로 
삼으라 

28. 그안에서1》아무도2} 발견치 
못했을 때는 너희에게 허락이 있 
을 때까지 들어가지 말라 만일 돌 
아가라고 하거든 돌아갈지니 이것 

多特別혀 與符必I 棟|私在 

꽤행께화꽤公多， 
성표技少〕送f 피고늣5와 i哀부도 

改法系殘滅강#:때화쇼고鄕 

兵仏說受셌與:潮幻起與;賊 
® 옳25푯匕보切오分c2i多!화巧 I마。i分 

25- 1) 본절에서의「딘」은 계산 및 보상을 의미한다. 

26- 1)「아이샤」와 F사프완 이븐 알무앗딸」로 풀이되고 있다(Muhammad Al-Mualim, (取 dt, 

2) 모략하는 무리들 

27- 1) 한 남자가 선지자에게 “저희 어머니에게 들어갈 때도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ᅳ라고 질문했 
을 때 “그러함이라”라고 대답하자 그 남자가 말하길，“저 외에는 어머니를 보살펴 줄 사람 
이 없는데도 들어갈 때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됨니까?”라고 하자，“그대는 옷을 벗고 있 
는 어머니를 보고자 하느뇨?”라고 말하자，“아님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때 “그렇다면 어 
머니라 할지라도 들어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으라”고 선지자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해지고 있 
다(알바이타위 57/2). 

我-1) 집안에 
2) 들어와도 좋다고 허락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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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너회에게 더 좋은 일이라 하나 
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 
고 계시니라 

29. 주거지가 아니나 그안에 너 
회를 위한 유용한 것이 있는 곳에1> 
들어가는 것은 죄악이 아니거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밝히는 것이 
나 숨기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라2》 

30. 믿는 남성들에게 일러가로되 
그들의 시선을 낮추고 정숙하라 
할지니 그것이 그들을 위한 순결 
이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아시니라 

31. 믿는 여성들에게 일러가로되 
그녀들의 시선을 낮추고 순결을 
지키며 밖으로 나타내는 것 외에 
는 유혹하는 어떤 것도1> 보여서는 
아니 되니라 그리고 가슴을 가리 
는 머리수건을 씨서2〉남편과 그녀 
의 아버지 남편의 아버지 그녀의 
아들 남편의 아들 그녀의 형제 그 
녀 형제의 아들 그녀 자매의 아들 
여성 무슬림3> 그녀가 소유하고 있 
는 하녀 성욕을 갖지 못한 하인 
그리고 성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 
지 못하는 어린이 외에는 드러내지 
않도록 하라 또한 여성이 발걸음 

聲1^I좌:公4街冗발起河多 
©여^，씨激松' 

폐교知逐쑈史皮 
최태起첬 

찼iy；화起^ 및kS? 
針(님i?체次넣3 시호多[其 

典背以粉知私던#麻고知刺 
그'향‘◎。대고교^4? 

6◎心도多多에후“!多 必上 
집습®:起蟲^炎i 

29-1) 거주하는 사람이 있지 않고 거리에서 들여다 보도록 위치하고 있는 집으로써 여행자나 보 
행자를 위해서 지어진 집이거나 대소변을 위해 세워진 집 또는 필수품을 판매하는 가게 또 
는 여행자들이 묵고 갈 수 있는 여관이나 호텔 둥으로 본다. 

2) 본 절이 제시하고 있는 교훈을「아부 싸우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옷을 벗고 있을 
지도 모를 가정에 들어갔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성적 유혹과 타락을 예방하는데 있다”(아부 
알싸우드 55/4) 

31-1) 외부인에게 성욕을 일으키는 것 
2) 암흑시대 즉 이슬람이전 시대의 여성들은 남성들의 성욕을 유혹하는 옷차림으로 가슴 및 
여성의 몸올 밖으로 드러내곤 하였다. 

3) 여성 무슬림은 같은 여성이라도 무스림이 아닌 불신자들에게는 몸을 보여서는 안된다고『무 
하지드」는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0권 op. cit,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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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를 내어 유혹함을 보여서는 아 
니 되나니 믿는 사람들이여 모두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 
가 번성하리라 

32. 너희가운데 독신과1> 너희 가 
운데의 성실한 하인과 하녀들을 
결혼시켜주라 그들이 가난하다면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부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o}심으로 충만하 

시니라 

© 상^ 船⑷必此i藏轉逆I 

33. 결혼할 능력을 갖지 못한 자 
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능력을 줄 때까지 자제하라고 하 
라 그리고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하인들 중에서 일정금액으로 해방 
증서를 원할 경우 너희가 그들 가 
운데서 신임을 발견한다면 그들에 
게 증서를 주라 그리고 하나님께 
서 너희에게 베푼 재산중에서 그 
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라 그러 
나 현세의 이익을 얻으려11 하녀들 
에게 간음행위를 강요하지 말라 
그들은 순결을 지키고자 하니라 
만일 그녀들에게 강요하는 자가 
있어 강요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녀에게 관용과 자비를 베푸시니라 

| 34.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분명 
한 말씀을 계시하였으며 너희 선 
조들의 이야기를 예증으로 너희에 
게 비유하였으니 이는 경건한 자 
들을 위한 교훈이라 

G以⑶I냥좌도 
細故公■대래^必 
炎接校政出典 G성聲必우次“싫 

※知成典& 쑈銳雜多述， 

■■써、■빼 
© i公心 iiᄃ* 

32- 1) 아야마 : 배우자가 없는 남녀를 가르킨다고 따바리는 덧붙여 해석하고 있다(알따브리 
98/18). Abdullah Y. Ali는 합법적으로 이혼을 하였거나 과부 및 홀아비들까지를 의미한다 
고 하였다(op* cit, p.905 Note No.2988)。 

33- 1) 위선자의 우두머리였던「압둘라 이븐 술룰」은「무싸이카j 와「아미마j 라는 두 하녀를 소유 
하고 있으면서도 돈을 벌기 위하여 매춘행위를 강요 하였다. 그리하여 이 두 하녀는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게 되자 본 절이 계시된 것으로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0권 op. cit, p.18). 

.녀 ■대.- 얘‘. 



35.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빛이 
라1》그 빛을2> 비유하사 벽위의 등 
잔과 같은 것으로3》그 안에 등불 
이 있으며 그 등불은 유리안에4》 
있더라 그 유리는 축복받은 올리 
브 기름으로 별처럼 밝게 빛나도 
다 그것은 동쪽에 있는 나무도 아 
니요 서쪽에 있는 나무도 아니라 
그 기름은 불이 닿지도 아니하나 
더욱 빛나 빛위에 빛을 더하도다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는자를 그 
빛으로 인도하시며 사람들 위에 
예증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심으로 충만하시노라 

36.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 
이 허락한 집들 ^안에서1> 빛이 빛 
나니 이는 그분의 이름이 그들 안 
에서 염원되고 그 안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그분께 영광을2〉드리도 
록 함이라 

37. 하나님을 염원하기 위하여 
상품을 팔고 시는 것에 소홀히하 
는 자들은1》예배를 드리고 이슬람 
세를 바치는 자들로 마음과 눈이 
변하는 그날을 두려워 하노라 

就태必終U孤눅대S湖 
^多 g浴切쑹的^ 反ᄍ 
:•與致熟였必。域敎 

;其)^次ᄄ닛힛換^^^i 
以明^淑^ 必，나在 

以빠빠淨聲뇨缺藏 

，必떠※必歌劉 起6 

35- 1) 하늘의 빛이란 별들 및 빛을 발산하는 항성들로 하여 하늘을 비추고> 땅의 빛이란 샤리아 
(Sharia》와 규범 및 선지자들올 보내어 대지를 밝게 한 것0ᅵ라 풀이되고 있다(旧쇼 於396). 

2) 믿음올 가진 사람들의 빛, 또는 선지자 무함마드의 빛 또는 꾸란의 빛으로 이해되고 있다 
(Muhammad Al-Mualim, op. cit, p396). 

3) 선지자 무함마드의 마음에 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속에 간직되고 있는 꾸란에 비 
유된 것으로 보고 있다OWd). 

4) 믿음올 가진 신앙인의 가슴 속 

36- 1) 하나님을 경 배하는 모든 곳. 즉 사원이 라 r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알타프씨르 알 
카비르 a/24). 한편 일부 학자들은 메카의「카으바 신전」，메디나의「예언자 사원」，예루살 
렘에 있는「아끄사 사판 을 일컫는 것이라고 풀이하도록 있다(AbduUah Y. Ali, op. cit, 

p.908 Note No3006). 
2) 꾸란에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모든 것. 그것을 예배라고「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알따브리 lia/18). 

射-1) 예언자 무함마드를 따랐던 추종자들이 시장에서 상품거래를 하다가도 예배시간을 알리는 
아잔의 소리를 들으면 하던일을 그만두고 사원으로 달려와 에배를 드렸다. 본절은 바로 이 
들에게 계시된 말씀으로 풀이된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op. cit,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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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 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최선의 보 
1 상을 하실 것이며1ᅩ 그들 위에 은 

헤를 더할 것이며2ᅮ 또한 그분이 
? 원하는 자에게 한량없는 양식을 
1 주시리라 

39. 그러나 믿음을 갖지 아니한 
불신자들의 행위는 목마른 자들에 

! 게 보이는 사막의 신기루와 같으 
니 그가 그곳에 다가 갔을 때 아 

! 무것도 발견치 못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니라 그리하여 그 
분은 그가 행한 것에 따라 계산을 
하시니 하나님은 계산에 빠르시니 

| 라 

강，디3》냥다셌抑 
»0은」“상그“S터、와도셨 \ 

各쇠여！향入沒 ; 

40. 그들의 행위는 넓고 깊은 바 
다속의 암흑과도 같노라 파도가 
그 위를 덮으니 또 파도가 그 위 

! 를 덮으며 구름이 그 위에 더하매 
J 어둠은 아래로 겹쳐 있더라1> 그가 
손을 내밀어도 그것을 볼 수 없나 

; 니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지 못 
한자 그에게는 빛이 없노라 

心义足。建“봤따발哀흙衣당보었 i 

회起폐 L在고幻있빠 ᅵ: 

예^^忠감^ : 

41. 하늘과 대지의 모든 것이 하 
요 나님을 찬미하며1> 새들은 날개를 

펴 찬미하고 있음을 그대는 보지 
못하느뇨 모든 것은 제 스스로 경 
배하고 찬미함을 알고 있으며2) 하 

ᅵ 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文i射^버빼封文iT 8 

次，，!沒約다起起쇼 ； 

38-1) 그들이 현세에서 실천한 선행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함은 물론 그들의 실수에 
대해서도 너그러히 용서하며 1 

2) 현세에서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것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며， 

40-1) 불신자는 다음 5가지의 암흑속에서 있게되니 그가 말을 하나 암흑이요 그의 행위도 암흑이 
며 그가 들어가는 입구도 암흑이며 그가 나가는 출구도 암흑이요 그의 최후 목적지도 암흑 
으로 부활의 날 불지옥으로 둘어간다고「까타다j 는 풀이하고 있다(알따브리 11_. 



화， 

42. 하늘과 대지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안에 있으니 하나님 
께로 귀속되노라1》 

43. 하나님께서 구름을 두사 그 
것을 흐르게하고 그것을 다시 모 
아 비구름으로 만들어 그 사이로 
비를1》내리게 하심을 그대는 보지 
못했느뇨 그분께서는 우박을 담은 
산과 갈은 구름을 하늘에서 내리 
게 하시어 그분께서 원하는 자를 
멸망케 하시고 그분께서 원하는 
자를 보호하기도 하시며 번개의 
섬광으로는 시력을 앗아가기도 하 
시니라 

■候화:必: 轉빠 
&々4다“◎。述앓必士퓸系多과 
紫척多》々起往1수쇼 

多노公《往分그 

44. 하나님께서 밤과 낮을 서로 
교체하시매1> 그안에는 지혜를 가 
진 자들을 위해 교훈이 있노라 

45. 하나님은 물로써 동물들을 
창조하셨나니 그들 가운데는 배로 
기는 동물이 있고 두발로 걷는 동 
물이 있고 네발로 걷는 동물이 있 
더라 하나님은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창조하시니 실로 그분은 모 
든 일에 전지전능하심이라 

g轉&探。착fe 誤》與私 
炯與藏생여松與必然》: 

® 호#我效他敬起 

46.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을 계 
? 시하였노라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 

(교W《쇼^接心"넣石님居安대 

: 

41-1) 아담의 자손이 행하는 기도와 예배로 찬미하며(Muhammad Al-Mualim, op. cit, p.399) 
S 2) 천사들을 버롯 하늘과 지상에 있는 모든 것 ; 사람이며 동물이며 그리고 곤충 및 고기，그밖 5 
S 의 공기와 새들도 창조주가 부여한 제 기능에 따라 창조주를 찬미한다. 그들 각자는 제나름 

대로의 기도와 찬미하는 방법을 창조주로 부여 받았기에 스스로를 표현하는 행동과 방법으 i 
， 로써 창조주의 영광을 인식하고 칭송한다. ；5 

42-1)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왔으니 창조주안에 귀속되어 있어 다시 창조주에게로 귀의하게 된다. 
| 인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다. 

43-1) 와다끄 : 비 
f 킬라리히 : 구름사이로 

44-1) 밤과 낮의 길이를 길게 또는 짧게 때로는 같게도 하고, 낮과 밤을 그리고 더위와 추위를 서 
j 로 교체하며，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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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는 자를 올바른 길로1> 인도 하시 
1 ᅬ라■ 

：； 

47. 우리는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3 믿고 순종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1 나서 둥을 돌리는 무리가^ 있나니 
| 이들은 결코 믿음을 가진자들이 
\ 아니라 

起iJ향成切쟀V人我 松必起 

48. 이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선 
1 지자에게 소환되어 심판을 받게 
: 될 때도 그들중의 무리는 등을 돌 
1 릴 것이라 

沒私篇沒知J政端 | 

© ᅀ士》“4 : 

49. 만일 그들이1> 진리의 편에 
! 있었다면 그들은 그분께2》순종하 

며 재촉하여 왔으리라 

©빠섬■多섟燃⑶ i 

1 50. 그들의 마음이 병들었는가” 
1 아니면 의심을 하는/p 아니면 하 

나님과 선지자께서 그들을 부당하 
게 하리라 두려워 하는가 사악한 

용 행위를 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 
I 자신들이라 

•리^抄乳始^松 1 

©_■判획유 1 

51. 그러나 믿음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과 선지자에 게 소환되어 심 

5 판을 받을 때 저희는 들었습니다 
5 그리고 순종하였습니다 라고만 말 
! 할 것이니 번성할 자들이 바로 이 
| 들이라 

於起«y此除m j 
©心起幻!그라회고그;뱐⑯교篇※ ■: 

52. 하나님과 선지자에게 순종하 
1 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1 자가 승리하노라 

<호心화디냐홋피々견!以^온 
빼，S 

46-1) 진리의 종교 이슬람 

47-1) 위선자들. 외형적으로는 믿음을 가진 척 하나 마음으로는 불신한 위선자들에게 계시된 절로 ■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0권 op. cit, p.25). 

49-1) 위선자들 
j 2) 선지자 

1 50-1) 그들 심중에 위선이 거하고 있는가7 
1 2) 그분이 선지자로 선택받은 것에 의심을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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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만일 그대가 우리에게 떠나 
라 명령하였다면 우리는 떠났으리 
라고 그들이1> 하나님께 맹세하였 
더라2> 일러가로되 맹세하지 말라 
순종은3> 이미 알려진 것이라 실로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 
을 알고 계시노라 

안않按秘功一炎^ 成皮篇 
©성^策든此功: 

54. 일러가로되 하나님과 선지자 
에게 순종하라 너희가 거역한다 
하더라도 그분에게는 그분에게 주 
어진 임무에 대한 책임뿐이며1ᅩ 너 
회는 너희에게 주어진 의무가2> 있 
노라 만일 너희가 그분에게 순종 
한다면 너희가 올바른 길로3> 인도 
될 것이라 선지자는 메세지를 전 
달하는 의무밖엔 없노라 

④明 r與擔0;，※성쇼心했쑈 
身 빙想혀其 

©必與쎈致， 

c—I와it]사* 3 크엿U안。 
대쭌占5 述必교多K炎家⑷니 

앞 Ci^■錄述\改於 

55. 너희가운데 믿음을 갖고 선 
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 
하셨나니1> 이전에 그들에게 부여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지상을 다 
스리는 힘을 주실 것이요 그들을 
위하여 선택한 종교를 확립하여 
주실 것이며 두려움에서 평안함으 
로 인도하여 주시리니 그들이 나 
를 경배함에 다른 것을 비유하지 
아니 하리라 그러나 그 후에 믿음 
올 배반하는 자 있다면 그들은 사 
악한 자들이라 

53-1) 위선자들 
2) “집과 재산과 가족을 두고 떠나라고 명령하였다면 우리는 떠났을 것입니다”라고 위선자들 
이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말하자 “너희의 맹세는 위선이요 거짓이니 맹세하지 말라” 하였다. 

3) 순종이란 하나님과 선지자에게 절대 복종하는 것으로 위선자들의 수종이란 마음이 없는 혀 
로 그리고 실천이 없는 말로써만 하고 있다. 

밌_1》메세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임무 
2) 선지자에게 전달된 창조주의 메세지에 순종할 의무 
3) 행복의 길 

55-1) 믿음으로 창조주의 율법을 준수하는 신앙인들에게 약속된 것 세가지가 있으니 
첫째，지상올 다스리는 힘과 권능을 상속받을 것이요 
둘째，창조주가 선택하여 준 진리의 종교가 확립됨으로서 모든 사악함과 박해를 제압할 것 
이며, 
셋째，의로운 이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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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예배를 행하고 이슬람세를 
바치라 그리고 선지자에게 순종하 
라 그리하면 너희가 은혜를 받으 
리라 

57. 불신자들이 지상에서 하나님 
의 사업을 좌절시키리라 생각치 
말라 그들의 주거지는 불지옥으로 
그곳은 참으로 사악한 곳이라 

58. 믿는자들이여 너희가 소유하 
고 있는 하인과 아직 이성을 모르 
는 아이들에게도 다음 세가지 경 
우에는 출입의 허락을 받도록 할 
지니 아침예배 이전과 여름 한낮 
에 잠을 자기위해 옷을 벗고 있을 
때와 밤중예배 이후라 이 세 경우 
는 너희의 사생활을 위한 것으로 
이 외에는 드나들어도 죄가 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를 위해 드나 
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 
나님은 너희를 위해 말씀을 밝히 
셨나니 실로 하나님은 oV심과 지 
헤로 충만하심이라1> 

59. 그러나 아이들이 이성에 이 
르러 성년이 되었을 때는 성인들 
이 허락을 받듯이 그들로 하여금 
허락을 받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 
님은 너희를 위해 말씀을 밝히셨 
나니 실로 하나님은 아심과 지혜 
로 충만하심이라 

60. 나이가 들어 부부생활을 원 
하지 아니한 여성들이 유혹을 하 

^■■■必 혜넣述 

우효;L今立 次々兄玄多、 
©요一 6양;j 例 

多明고浴돼의均射技，敎ᅳ 

0? 乂#疏致妙!其次i必 

效己。쳇#此사발^必知5 
죄느雄정; 쇼부산必冗^松 

© 其^ 此나님쌨次f 物 成典 

섰技 u於滿於ᄉ々“상。女의 

®：然성^ 션 

巧足改；究쑈넜表대。느典난 

58-1) 본 절은 가정 사생활에 대한 예의를 가르치고 있다. 하인은 주인과 가정의 시중을 하느라 
가정올 자주 드나들게 되고 아이들 또한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게 된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가정의 이곳 저곳을 다니는데 큰 예의가 필요치 않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허락을 받아 드나 
들어야 할 경우가 있으니 밤중이 그렇고，새벽예배(파즈르) 이전과, 여름철 한낮에 오침(까 
이룰라)을 할 때와 밤중예배(이샤) 이후에 가정을 드나들 때가 그 경우다. 이 세 경우는 휴 
식을 취하고 또 잠을 자기 위해 주로 옷올 벗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년이 가 
정올 드나들 때는 항상 허락을 받아야 한다(제24장 59절 참조). 

■■느^^^전뿐■_因■■빠•懸■海深_S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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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々많於技#此다 知私 

유;나;호抄 우얏 ^ 
，化U의與5 

多々W호리夕》、당보? 5;흐53己※ o 
ᄋ)多?고낮‘^^혀 多。고!^호巧 

終—逆久여 
상^r대is 과成炎^:；f 
원a物냐與匕아방; 

폐며沙되여떠뱄 
與씨dU到於句^^jr요j냐싸4 

(細^雄^ 

必이端仏乂씨與必々故P 必 

被;典於보-빼;以싱巧⑶ 
系起깃雜#。與외淨갰明 

©士화쇼\6知必피; 

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옷을 벗어 
도 죄악은 아니라 그러나 자제 하 
는 것이 그녀들에게 더 좋으니라 
실로 하나님은 들으심과 아심으로 
충만하시니라 

61. 장님과 불구자와 병자와 너 
회가 너희 가정에서 또는 너희 아 
버지 가정에서 또는 어머니 집에 
서 또는 형제의 집에서 또는 자매 
의 집에서 또는 아버지 형제의 집 
에서 또는 아버지 자매의 집에서 
또는 어머니 형제의 집에서 또는 
어머니 자매의 집에서 또는 열쇠 

를 인수 받은 집에서 또는 너의 
진실한 친구의 집에서 식사를 하 
는 것은 허물이 아니라 또한 너희 
가 한자리에서 또는 각각 식사를 
하는 것도 허물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집을 들어갈 때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인사를1> 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너 
회를 위해 말씀을 밝히셨나니 너 
회는 이해 하리라 

62.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믿는 이들만이 신앙인들이라 어떤 
일로 그분과1》함께 있을 때 그들 
은 그분의 허락을 받을때까지 자 
리를 떠나지 아니 했으니2> 실로 
그대의 허락을 구하는 그들은 하 

나님과 선지자를 믿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대에게 그들의 
어떤 일로 허락을 구할 때3》그대 
가 원하는 그들에게는 허락하고 

61- 1) 쌀라무 알레이쿰 : 그대에게 평안이 깃드길! 

62- 1) 선지자 
2) 칸다크 참호를 구축할 때 계시된 절로 해설가들은 플이하고 있다. 믿음올 가진 신앙인들은 
꼭 필요한 경우 허락올 얻어 자리를 떠났으나 위선자들은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떠나곤 하 
였다고 해석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0권 op_ cit, p.32). 

3) 믿는 신앙인들이 그들의 일로 그대 무함마드에게 허락을 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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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위해 관용 
을 구하라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63. 선지자를 부름에 너희가 너 
희 사이에 부르듯 부르지 말라1》 
하나님은 어떤 이유를 구실로 대 
의에서 벗어나가려 하는지를 아시 
고 계시니라 그러므로 그분의 명 
령에 거역한 자를 경계할지니 이 
는 그들 위에 시련이 이르지 아니 
하고 그들 위에 고통스러운 벌이 
이르지 아니하도록 함이라 

64. 실로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 
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안에 있나 
니 그분께서는 너희의 상태를 알 

고 계시니라1} 그리하여 그들이 그 
분께로 소환되어 가는 날 그분께 
서는 그들이 행하였던 모든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 주시리니 실로 하나 
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없巧文美 表次^。；^ 

炎兵^必 

■三아 d 匕 ★히향 
하!表우다고多5심足2 ;도;、 

©染《義接 

效-1) 무함마드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호칭대신에 예언자여! 또는 하나님의 선지자여! 라는 호칭 
으로 존경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64-1) 마음속에 있는 상태 즉 믿음을 갖고 있는지 또는 위선적인 신앙인지 또는 불신하고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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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에서 계시된 77절로 신앙의 기본원리와 불신자들이 선지자 무 

함마드에게 계시된 메세지에 대한 의혹과 의심을 다루고 꾸란이 선지 

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하여 주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광명과 암혹의 사이를 지식과 무지，선과 죄악，정신적 발 

전과 퇴폐의 상징으로 비유하고 있으며 본 장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가장 큰 은혜는 옳고 그롬을 분별하는 

기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원한 미래의 진리를 얻을 수 있 

게 되었다는 것을 1절〜20절 사이에서 다루고 있으며，심판의 날이 

도래할 때 창조주의 말씀을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들은 두려움으로 가득차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창조주께서는 

이미 경고하였기 때문이라는 교훈을 21절ᅳ44절 사이에서，음지와 양 

지, 밤과 낮, 죽음과 삶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이 명령하고 있 

는 모든 것을 대조하여 봄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이 가장 은혜로운 분 

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교훈을 45〜77절 사이에서 다루고 있다. 

본 장이「푸르깐」이라 불리워지게 된 것은 창조주께서 선지자 무함 

마드에게 계시한 성서가 인간에게 가장 큰 은혜로써 진리와 허위，광 

명과 암흑, 불신과 신앙을 분별하여 주기 때문에 푸르깐■이라 불리우 

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0권 op. cit, 

P. 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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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장 

자비로우시고 자에^우신 

하나님의 이^으로 

1. 온 백성을 위한 교훈이 되도 

록 그분의 종에게1》꾸란을2) 계시 
한 그분께 축복이 있으소서 

2- 하늘과 대지의 주권이 그분께 

있으며 그분은 자손을 두지도 않 

고 그분에 대등한 주권의 동반자 

도 두지 않했노라 모든 것을 창조 
하사 사물의 정립하심도 그분이시 
라1) 

Q多i표多 I I多切겨 다 

故샷々타i轉얹切彩 

^《셨윗仏 o관호沒!요衣^3左公 섟스교 

® 또⑶活接쑈 심奴나起詞 

3. 그러나 그들은1) 그분 외의 다 

른 신을 숭배했으니 이는 ol•무것 
도 창조할 수 없는 피조물들이라2> 

또한 그들은3> 자신들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지도 또한 이로움을 주 
지도 못하며 죽음과 삶과 부활을 

통제하지도 못하노라 

4. 불신자들은1> 이것은2〉단지 그 
가3〉조작하고 다른 무리의 백성이4》 

협력한 허위에 불과하도다 라고 

tS호技4고3준스I》起:今々 숀;“—;노화， 
炎챘i松엔“ᆻ^炎헸i 

，旧⑯년iruai次r藏冗炎; 

1- D 선지자 무함마드 
2) 푸르깐 : 진리와 허위를 식별하여 주는 것이란 뜻으로 꾸란을 가르킨다. 

2- 1) 본 절은 다음 4가지의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대지와 그 사이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둘째는 그분만이 영원히 경배받을 권능을 가진 분이며 
셋째는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으며 
넷째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3- 1) 우상을 숭배한 불신자들 
2) 돌이나 나무를 새겨서 만든 무생물의 우상들이라 
3) 우상들 

4- 1) 꾸레이쉬족의 불신자들 
2) 꾸란은 
3) 무함마드 
4) 유대인들로 Muhammad Al-Mualim은 풀이하고 있다(cp cit, 403). 

擊*接^藏*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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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니 실로 죄악과 허위를 가져 
온 자들이 바로 그들이라 

5. 그들은1〉그것은 옛선조들의 
우화로 그것을 기록하도록 하여 
아침 저녁으로 낭송되도록 한 것 

；： 이라 말하였더라 

必於與ᄄU있뺐쌨篇版 

6. 일러가로되 그것은 하늘과 대 
지에 있는 모든 신비를 알고 계시 
는 분이 계시한 것이며 그분은 관 
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起丄t在^도^丄凡立 
©때必내 

7. 이때 또 그들은 음식을 먹고 
시장을 걸어다니는 이 사람은 어 

1 떤 선지자이뇨1ᅭ 왜 천사가 그에게 
내려와 훈계자로써 그와 함께 하 
지 않느뇨 

a 꾀必切했、此冬 삔瓦 
U 대1 

8. 왜 보물이 그에게 수여되지 
아니하고 왜 그에게는 과일을 즐 
길 수 있는 정원이 없느뇨^ 죄인 
들이 말하길2> 너희는 마술에 걸린 

: 한 남자를 따르고 있을 뿐이라 

狀:?% 與冷있棟했a 與고 
©'고起免과心께 

9. 보라 그들은” 그대를 어떻게 
비유하였느뇨2) 그들은 방황하여 
길을 발견치 못하리라 

么허셋^o태•々챈刻 

10. 그분의 뜻이 있올 때 이것보 ▲=상3은휴관P，<1^ (3;文도리 나、내 3그£ 

S 5-1) 불신자였던 r나드르 이븐 알하리스j 및 그의 추종자들이 말한 것으로 이브누 압바스는 풀이 
j 하고 있다(알바흐르 481/6》. 

| 7-1) 우리가 음식을 먹듯 무함마드도 음식을 먹으며 우리가 걷듯 그도 먹을 것을 구하려 시장을 
배회하며 걷는 인간이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느뇨? 인간은 음식을 먹지 아니하는 천사가 
될 수 없0X3로 무함마드도 선지자가 될 수 없지 않느뇨? 

1 8-1) 하늘에서 보물이 내려와 무함마드를 부유하게 하지 아니하며 과일을 먹일 수 있는 과수원도 
1 없느뇨? 

2) 불신자들이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에게 말하길, 

3 9-1) 불신자들 、ᄉ， 증 
1 2) 불신과■들은 선지자를 여러가지로 조롱하였다. 때로는 시인이라고도 말하고 때로는 마호사， 1 

때로는 미친사람이라고까지 조롱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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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 더 좋은 것을 주시리니 그대에 
게 강이 흐르는 낙원과 궁전을 주 

| 실 그분에게 축복이 있으소서 

6육S以닿乂” 在스님수 

11. 그러나 그들은1ᅩ 부활을 부정 
1 하니 하나님은 내세를 부인하는 
j 이들에게 화염을 준비하셨노라 

一於以炎도爲갖效^ 
©鼓必光4 ； 

12. 그것이1> 먼곳으로부터 그들 
| 의2> 시야에 들어올 때 그들은 타 
| 오르는 불길의 소리와 광음을 듣 
j 게 되니라 

대^상방 ? 

13. 그들이 쇠사슬에 묶여 협소 
| 한 곳에1> 버려졌을 때 여기 저기 
1 서 죽음을 애원하리라 

많心교화부■歌뺐能 I 
타 1 

14. 오늘에 와서 한차례만의 멸 
J 망만을 애원치 말고 수차례의 멸 
| 망을 애원하라 

회쳐내허'여 j 

I 15. 일러가로되 그것이1〉더 좋으 
뇨 아니면 의인들에게 약속된 영 

J 원한 천국이 더 나으뇨 그들에게 
| 는 보상과 휴식처가 있노라 

여一⑷씨넉域2：빼 j 
®1녀 S仏於 ； 

16. 그들은 그 안에서 그들이 원 
，! 하는 대로 영생하리니 그것이 그 
J 대 주님께 구원했던1> 약속이라 

•光이과被와義있 ^ 

®，難뼈 : 

j 11-D 불신자들 

1 12-1) 불지옥이 
I 2) 불신자들의 

1 13-1) 지옥의 가장 협소한 곳에 

{ 15-1) 지옥 

1 16-D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현세에서 그들 주님께 강구했던 것으로 “주여! 당신께서 당신 선지 ! 
자들에 게 약속했던 것을 주옵소서 !”라고 구원하였다(Muhammad Al-Mualin op. cit, p.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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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 
! 하는 자들을 부를 그날에 하나님 
s 깨서 나의 종들을 방황케한 자들 

이 너희였느뇨° 아니면 그들 스스 
로가 방황하였느뇨 물으시니 

발#必必G 公與必 
©■사江必此힘아‘회接乂 ' 

18. 당신께 영광이 있으소서 우 
리가 당신 외에 다른 것을 보호자 
로 택한 것이 아니오며 당신께서 
그들과 그들 선조들에게 현세의 
즐거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은 말씀을 망각하고 멸망한 백성 
이 되었습니다 하더라 

。:接約敗^以U此리與 
와해꽤以」液방在와JS 

©必:빠■빼 

19. 그들은1> 너희가*2> 말한 것에 
대하여 부정하나니 너희는 형벌로 
부터 회피할 수 없고 도움도 받을 
수 없으며 너희 가운데 죄지은 자 
는 누구든지 그로 하여금 크나큰 
벌을 맛보도록 하리라 

《起차想紙병 
◊대々效고:⑶꽤 

20. 그대 이전에 하나님이 보냈 
던 선지자들도 모두가 음식을 먹 
고 시장을 걸었으며 우리는 너희 
가운데 일부를 다른 사람들을 위 
해 시험 하였노라 너희는 인내할 
수 있느뇨 하나님은 실로 모든 것 
을 지켜보고 계시노라 

必쒜섰逆必칡。疏^성& 

화쑈때切대난6및:;;대 
© 仏‘츠=今;i 玄;冗쇼와义4。多삳 

21. 하나님 뵙기를 바라지 않는 
불신자들은 왜 천사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느뇨 왜 우리는 우리의 주 
님을 보지 못하느뇨 라고 말하니 
실로 그들은 스스로 교만하고 불 
손하더라 

路0»物 驗效犯故 
넣吸難'部多接松與 

與炎5 : 

17-1)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즉 천사 또는 예수 그밖의 우상들을 불러 백성들이 방황하게 된 이유 
1 가 불신자들이 숭배했던 천사들 또는 예수 또는 우상들이었는가? 아니면 백성들 스스로가 

방황하게 되었는가를 묻게 된다고 r무자히드」는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시부니， 
제10권 op. cit，p.38). 

1 19-1) 불신자들이 숭배했던 모든 것 
1 2) 불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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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천사들을 보는 그날 모든 죄 
인들에겐 기쁨이 없으며 또 천사 
들이 말하리라 너희에게는 금지된 

J 것이라’》 

요쇼?지各在도쇼향 하功 
®]»화:換 

23. 하나님은 그들이 현세에서 
행한 모든 것을 돌아볼 것이며 그 

| 러한 행위들을 허공에 나부끼는 
j 먼지로 만들 것이라” 

©，承떠와!文各匕成 :： 

24. 그러나 천국에 거주하는 자 
들은 그날에 가장 좋은 거주지요 

| 가장 좋은 휴식처에 있게 되나니1> 

® 幻^與逆4在뵀1대 : 

25. 그날 하늘이 구름과 더불어 
갈라지고 천乂f들이 줄을 지어 내 
려오도다 

©⑯획理져取•향 ? 

26. 그날의 왕국은 하나님께 있 
나니 그날의 불신자들에게는 어려 

1 운 날이라 

(도匕호 石君;1’구햇호쇼技고 
) 

27. 그날의 죄인은 자기의 손을 
깨물며1> 선지자와 함께 하나의 길 
을 택했어야 했을텐데 라고 말하 

| 리라 

■⑭해쑈次•其谷 : 

©일必， 

28. 오 슬프도다 나를 후원할 친 
| 구를 한사람도 두지 못했단 말인가 

| 22-1) 불신자 및 죄인들에게는 천국에서의 평화로운 기쁨과 영원한 삶이 허락되지 않는다. 이는 
| 그들이 현세 생활에서 창조주에 대해 오만해 하고 불신한 죄악 때문이다. 

■ 23-1) 불신자 그리고 위선자들이 현세생활에서 허위와 위선의 가면을 쓰고 행하였던 모든 그들의 
행위는 바람에 휘날려 버린 먼지처럼 될 것이라. 

6 24-1)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한 위안의 계시로 꾸라이쉬 백성가운데 불신자들을 적이 되도록 한 
것은 무함마드 이전의 모든 예언자들에게도 그들의 백성들 가운데서 불신자들을 적이 되게 
한 것과 갈다. 이 불신자들에 대한 승리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함으로 슬퍼하지 말라는 위안 | 

1 의 계시로 풀이 된다. 

27-1) 그 죄인은 r우끄바 빈 아비 무이뜨」를 의미하나 모든 죄인이 이 범주 안에 속하는 것으로 _ 
풀이되고 있다. 이브누 카씨르는 본절을 다옴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선지자의 길을 이탈하 
여 생활한 죄인이 부활의 날에 와 후회하나 그 후회는 회개로서 수락되지 아니하니 자기의 3 
손가락을 깨물며 더욱 후회한다고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트 6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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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말씀이 내게 이르렀으나 그 
가 나를 믿음으로부터1> 방황케 했 
나니 사탄은 모든 인간에의 반역 

| 자라 

(士3 6임 심兵“多찾나C홈교정 
@ 힛ji니⑯ 

30. 선지자께서 이르시길 주여 
i 저회 백성들이1> 이 꾸란을 외면하 
J 고2) 있습니다， 

，값◎께단 技 

^ 31. 그렇듯 하나님은 죄인들로 
하여금 모든 예언자들에게 적이 
되게 하였으나 인도하고 도우시는 

i 분은 그대 주님만으로 충분하니라 

발一次版狀接 0敎效된遠 
©도藏於짖 

32. 불신자들이 왜 꾸란을 한번 
| 에1> 전부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했 
： 느뇨 라고 말하였더라 그렇게 함 
은 하나님께서 그대의 마음을 강 
하게 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그리 

1 고 단계적으로 천천히 계시했노라2) 

임고긴亡성I ^호^ 3보신괴 必名’ 

® 以'松고요넣私쇄,대於就yi 

33. 그들은1> 그대에게 어떤 예증 
i 도 대지 못하나 하나님은 그대에 
I 게 진리와 가장 훌륭한 해설을 주 
! 었노라 

_고성빠앴必과S 

29-1) Abdullah Y. 세는 하나님의 메세지로 풀이하고 있으나 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및 
Muhammad Al-Mualim은 믿음으로 풀이하고 있어 후자의 해석을 따랐다. 

' 30-1) 꾸레이쉬족의 불신자들 1 
통 2) 마흐주르 : 꾸란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믿으려 하지 않는 것. 
1 3) 본 절이 제시하고 있는 교훈은 불신자들이 꾸란을 외면한 소식과 이야기를 전하는데 있지 I 

아니하고 예언자들이 구원할 때면 창조주는 이에 응하사 지체하지 아니하고 벌을 내린다는 
교훈을 불신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 

! 부니, 제10권 op. cit, p.42). 

I 32-1) 구약(타우라)과 신약(인질》이 한번에 계시되었던 것처럼 꾸란도 한번에 계시되지 아니했는 
가? 라는 불신자들의 질문으로 플이된다. 

분 2) 꾸란이 점진적으로 계시된 것은 다음의 주요 3가지 이유로 본다. 
첫째는 선지자 무함마드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자 하였다 우상숭배가 지배적이었던 아람 사 
회를 선도하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이슬람을 전하기 위해서는 초인간적인 인내와 마음의 
불변，강직함，인내의 지구력 둥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이러한 자질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i 없고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사건 
과 필요에 의하여 23년 동안 계시됨으로써 인간이 살아갈 완성된 지침서가 된 것이다. 셋째 

1 는 질문에 따라 창조주의 계시를 받게 됨으로써 점진적 그리고 단계적으로 계시가 되었다. 

I 33-1) 불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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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얼굴을 수그려 지옥으로 이 
끌려 온 자들은 비참한 곤경에 빠 
지며 구원의 길로부터 멀리 떨어 
져 방황케 되노라 

35.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서를1》 
주었고 그의 형제 아론을 보조로 
하였노라 

36.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리의 
말씀을 부정한 백성에게로1> 가라 
일렀으며 우리는 그들을 멸망시켰 
노^2> 

37. 노아의 백성들이 선지자들에 
게1ᅩ 거역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익사케 하여 백성들을 위한 교훈 
이 되도록 하고 죄인들을 위해 고 
통스러운 벌을 준비 하였노라 

38. 아드족과 사무드족과 라스의 
주민들과n 그밖의 많은 세대들도 
멸망케 했노라 

39. 하나님은 각자에게 비유로써 
경고하고 그들 각각을 멸망시켰노 
라 

雜多句요^예★义KS및 逆 
©정그ij 

©⑯ 6어成改，그격一多峰成; 

©逆쇼과었起强券보셋巧■故强 

니행碎g 系以3쏜렇系®길々; 
©녀^^^版^&勢 

© 此於外:技 

35- 1) 구약성서(타우라) 

36- 1) 파라오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의 백성 
2) 파라오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예언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역하였기에 우리(하나 
님)는 그들 백성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7- 1) 노아의 백성들이 거역한 선지자는 노아이나 선지자들，즉 복수로 계시된 이유는 한 선지자 
를 부정하는 것은 모든 선지자를 부정한 것이요 선지자들을 부정한 것은 유일신론과 이슬 
탐을 부정하기 때문이라고 아부 싸우드는 해석하고 있다(아부 알싸우드 9/4). 

38- 1)「라스」의 의미를 “오래된 우물” 또는 “움푹 파여 물이 고인 곳” 또는 “죽은 시체를 매장하 
는 것과 관련하여 해설하는 학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 곳은 어떤 고을 또는 장소명으로 보인다. 라스의 주민들이 우상을 숭배하자 창조 
주께서 그들을 인도할 예언자「슈아이브」를 보냈으나 이들은 그의 가르침을 거역하였다(무 
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0권 op. cit,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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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그들은1》재앙의 비가 내린 
고을을 지나갔노라2> 그런데도 그 
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느뇨 실로 
그들은 부활을 원치 않고 있도다 

41. 그들이 그대를 볼 때면 그들 
은 그대를 조롱거리로 여기며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 
자이뇨 

42. 만일 우리가 인내하지 않았 
더라면 그는 우리를 우리의 신들 
로부터 방황케 했으리라 일러가로 
되 그들이 심판의 날에 이르러 벌 
을 받게될 때 누가 길을 방황하는 
지 알게 되리라 

43.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신으 
로 모시는 자를 보았느뇨 그대가 
그에 대한 보호자가 된단 말이뇨1> 

44. 그들 대다수가1ᅭ 듣고 또는 
이해한다고 생각하느뇨 실로 그들 
은 가축들과 다를바 없나니 그들 
의 길은 더욱 방황케 되노라 

45.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두 
시는지 그대는 알지 못하느뇨 그 
분이 원하셨다면 멈추어 고정시켰 
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태양으로 
하여 그것에 대한 예증으로1> 하셨 
노라 

建炎죄;;후 S切徵效^여述 

幻的 u 내쌨쑈;i날 

6;다冗切갖예》敗雄他 

己《다고향신^“국 

허聲»행;여從逆句::此述 
威公;쑈 版혹 

40-1) 메카와 샴 지역을 왕래하면서 상거래를 하던 메카 꾸라이쉬족 
2) 롯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로 꾸라이쉬족이 상거래를 하기 위해 샴 지역에 
갈 때는 항상 하늘에서 돌 벼락이 떨어져 멸망된 소돔의 고올을 지나가게 되었다• 

43- 1) 돌올 숭배하던 한 불신자가 있었는데 그가 숭배하던 돌보다 더 좋온 것을 발견하면 숭배하 
던 돌을 버리고 발견한 두번째 돌을 숭배하곤 하였다. 이렇게 자기 취미와 감정에 따라 신 
앙을 갖는 것에 대해 예언자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무함마드 알리 알사 
부니，제10권 op. cit, p.45). 

44- 1) 불신자들 

45- 1) 태양올 뜨게 함으로서 그늘이 있다는 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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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그런 후 하나님은 조금씩 조 
금씩 그늘을1》거두어 가노라 

47. 너희를 위해 밤을 의복으로 
하시고1》수면을 두어 휴식을 갖게 
하며 낮을 두어 깨어나게 하심도 
바로 그분이시라 

48. 그분의 은혜 중의 하나로 은 
혜의 소식을 전하는 바람을 보내 
어 하늘에서 깨끗한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도 그분이시라 

49. 하나님은 그것으로 불모의 
땅을 소생시켜 그분이 창조한 가 
축들과 사람들로 하여 마시게 하 
노라 

50-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 
님을 염원토록 하였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신하고 감사할 줄 모 
르더라 

51.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그분은 
각 고을마다 예언자를 보냈으리라1> 

52. 그러므로 불신자들을 따르지 
말고 이것1>으로 그들과 크게 대적 
하라 

® 强沒觸A述多 

피력며匕^^^ 

©故我좌 

、巧 쇼'과 冬‘3 나以&冗안 

沒湖賊仏，설i球 U 년생 

。최향、j其험2쇼쇼끊쑈4》ojSS 

I賊泳견故幻松連 

© 逆|、檢公(I근。多=孔용炎 

必-1) 아침예배(파르르) 시각부터 태양이 돋는 그 시각 사이라고「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 
다(알따브리 12/19). 

47-1) 옷을 입혀 몸을 감싸주듯 그늘을 두어 너희를 감싸주고 

51-1) 많은 예언자를 각 고을마다 보내어 선지자 무함마드의 고충을 덜어 줄 수 있었지만 무함마 
드를 마지막 예언자로 보내어 지구상의 모든 백성을 위한 선지자로 한 것은 무함마드를 다 
른 에언자들보다 높은 위치에 두도록 한 것으로 본다. 
무함마드가 선지자로서 선택올 받은 것은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로 
서，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있을 것이라는 것올 경고하기 위해서였다. 

理-1) 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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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두 바다를” 각각 자유톱게 
흐르도록 하여 이쪽은 향긋하고 
달콤하게 하사 다른 쪽은 짭짤하 
고 쓴 맛을 나게하여 그 둘 사이 
에 장벽을 두어 분리하신 분도 하 
나님이시라 

此않깅炎고있최※擔爲 

©以_微꾀約 

54. 물로 인간을 창조한 후 혈연 
과 결혼으로 친족이 되도록 하신 
분이 그분이시거늘 그대의 주님은 
모든 일에 전능하시니라 

이다以保如一券■的必 

©應화， 

55. 그럼에도 이 들은 유용하지 도 
않고 해롭지도 않은 다른 것을 숭 
배하니 불신자는 주님에 거역하고 
사악함을 돕는자라 

必i域;;빼ᄂ 빠니다 
® 량浴授炎ᅫ i技 

56. 하나님이 그대를 보냄은 복 
음을 전달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 라，) 

©여행，索;。 
57. 일러가로되 내가 너회에게 

J 요구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너 
회가 주님께로 이르는 길을 따르 
는 것이라 

多往그亡》 

58.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아 
1 계시는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만 

을 찬양하라 그분은 그분 종들의 
모든 잘못을 아시고 계시노라 

성心系、、피/김;쇼;次久)'단^ (3시쓩 : 

©fi“炎?〜分、S; 

59. 그분께서는 하늘과 대지와 
그 사이의 모든 것을 육일간에 창 
조하시고 권좌에 오르셨나니 자비 
로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분에 관하 
여 아는 자에게1> 물어보라 

篇式 a仏私쟁!一피니威 
® 腺상^於，射此兵微 

| 53-1) 민물과 짠물，강과 바다 1 

56-1)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에게는 천국의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그리고 믿음을 거역한 불신 3 
1 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자로서 보내어졌다. 

j 59-i) r따쓰알 비히 카비란」: “비히”에서 접미대명사인 “히”는 2가지로 해석되고 있다 즉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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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자애로우신 하나님께 경배하 
라 하니 자애로우신 하나님이 누구 
이뇨 그대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에 경배하란 말이뇨 라고 대답하니 

| 그들의 믿음은 멀어져 갔더라 

匕잇與必數比 

61. 하늘에 성좌를 배치하시고 
1 그 안에 큰 등불을1》두셨으며 등 
? 불과 갈은 달을 두신 그분께 축복 

이 충만하소서 

從고⑶ 於요山故 

62. 밤과 낮을 교대하게 하시는 
1 분도 그분이시니 이는 하나님을 
^ 염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 서라 

多起此少次혹;鄕與灰如必 
® 公多와;街 

63.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종들이 
! 라 함은 대지위를 걸으매 겸허하 

고 무지한 자들이 시비를 하매 평 
화가 있으소서 라고 말하는 이들 

; 이라 

64. 그들은 주님 앞에서 부복하고 
일어서 밤을 지새우는 자들이며 

© 切以쨘效犯 

65. 저희들을 지옥의 벌로부터 
멀리하여 주소서 실로 그것의 벌 
은 고충스러운 것입니다 라고 말 

I 하는 자들이며 

©내《版致 

66. 실로 그곳은1》정착지와 거주 
지로써 좋지 않은 곳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며 

67. 돈을 쓰되 낭비하지 아니하 
고 인색하지 아니하며 항상 그 사 
이의 중용을 택하는 자들이며 

쇼。松必玉: 시드 
®\2i|y^!a 

주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학자를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히”가 바로 하나 
님을 가르키는 것이라 풀이되고 있다. 1 

61-1) 태양을 가르킴 

效-1》지옥 

■殘^■빼1빼顔^國■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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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하나님과 대등히 다른 신을 
j 숭배하지 아니하고 정당함을 제외 

하고는 하나님이 금지한 생명을 
살해하지 아니하몌> 간음하지 아 
니한 자들이거늘 그러한 행위를 
하는자는 벌을 받게 되노라 

，여!3찌빠여상故犯 ! 

0과져起쳇 위V ■대 
©匕©및到 i 

69. 심판의 날에는 벌이 두 곱이 
되며 그안에서 굴욕과 함께 영속 
하노라 

@ 띠i 쇼，화S 5실!그도4나5교13 스그4 

70. 그러나 회개하여 믿음을 갖 
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실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선으로 

받아 주시거늘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라성따效以^여대1 

71. 회개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이며 

©松一요接與妙〔版여 G 

72. 거짓 증언을 하지 아니하고 
좋지 않은 곳을1> 지나갈 때 회피 
하여 바르게 스쳐가는 자이며 

하 

©히述?겨跡강;행“災與2與 

73.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올 때 귀머거리나 소경처럼 소 
홀히 하지 않는 자들이며 

앉⑶邊고必삳V拔此2與 
0 삐 

74. 기뻐할 수 있는 아내와 자손 
들을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정직한 사람들의 모범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자들 

j 이라 

향덕起호狂^;린 수고玄j설?2s心 
©匕炎대니斜 

75. 이들은 인내하였으므로 높은 
| 곳으로 보상받을 것이며 그 안에 

燃-1) 의도적인 살인자，간음자，종교를 버리고 공동체를 이탈한 자, 이 3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 
5 사형을 금지하고 있다. 

72-1) r라구j 는 인간의 마음을 유혹하여 그 행위에 빠뜨리게 하는 모든 언어 및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문에서의「라구」는 유흥장요 극장，도박장，외설이 담긴 음악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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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에서 계시된 227절로 종교의 원리 즉，유일신론, 메세지, 부활 
등에 관하여 주로 다루고 있으며 그 밖에 신앙의 기본원리 및 원칙을 
계시하여 주고 있다. 

본 장에서는 특히 모세가 파라오 왕에 대항하여 싸우는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다. 그밖에도 아브라함, 노아, 후드，살레，롯, 슈아이브가 
언급되고 있으며 본장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불신은 믿음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 불신자였던 파라오가 믿 
음이 강한 모세 앞에서 무의미한 것을 볼 수 있다. 파라오의 마술사들 
은 진리 앞에 무릎을 끓었으며 파라오와 그의 군인들은 익사하였다는 
교훈을 제1절과 熟절 사이에서，아브라함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가 
르치는 진리를 거역함으로써，노아의 백성들은 믿음을 불신함으로써 
멸망하였다는 교훈을 70〜122절 사이에서，후드는 그의 백성에게 물 
질적 힘에 의존하지 말라고 경고하였고 살레는 창조주를 모독하는 백 
성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백성들은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 하였다는 
내용이 123절ᅳ159절 사이에서, 롯은 표현할 수 없는 죄악을 다루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고 슈와이브는 부정한 거래를 다루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들 백성들은 이를 거역하였으니 거역한 자들은 멸망할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160절시91절 사이에서, 그리하여 예언자가 메 
카에 왔을 때 그곳의 불신자들은 선지자에게 저항하였다. 그러나 진 
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192절〜277절 사이에서 제시하고 있다. 

본장이 「슈아라 : 시인들」장이라 불리우게 된 것은 시인들(슈아 
라)이란 계시가 자주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함마드가 예언자로써 메카에 나타났을 때 그곳의 불신자들은 무 
함마드가 시를 좋아하는 부족에서 온 한 시인에 불과하다고 조롱하자 

gi■鼓^^^^盡^*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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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0 

권 op. cit,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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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賊接!^親■■深部^^■田理■■려空佳빼영部；^^ 

제 26 장 

우시고 자에^우신 
하나님의 이^으로 

1.똬씬 밈1 

2. 그것은 성서의1ᅭ 분명한 말씀 

3. 아마도 그대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그대 마음이 슬퍼지리 

4. 하나님이 원했다면 그분은 그 
들에게 하늘로부터 예증을 내려 
그들로 하여금 순종케 하였으리 
라1) 

5.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운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 
했으니 그들은 등을 돌리었더라 

6. 그들은 그 메세지를 부정하였 
으니 그들이 조롱했던 사실을 알 
게 되리라 

7. 그들은 대지를 바라보지 아니 
하느뇨 하나님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여러 종류의 좋은 것을 생성 
케 ^^느뇨 

돌_|많느草변1.”: :ii.- 

-今 
①兵三t 

® 스多、—^누仏상⑯ 

①仏少多逆와요고缺최 

i述文와^0多^ 

© &니多d 

쇼피多린i다Sii (있多및在/초‘%요용》0 

상화巧신?싶浴생 

松政ᄄ。劉고故街 

1- D 창조주께서 모든 불신자들에게도 기적을 보여 강제로 믿음을 갖도록 하지 아니하고 선택을 
하도록 하였다. “신앙에는 강요가 있을 수 없나니…”라는 구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2- 1) 꾸란 

3- 1)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로하는 절로서 불신자들이 믿음올 거역하더라도 슬퍼하거나 스스로 괴 
로워하지 말라는 교훈으로 본다. 

4- 1) r아으나끄」는 r우느끄」의 복수명사로 목 또는 목덜미란 뜻이며 “그들의 목들을 구부리도록 
하였을 것이다”라는 본문의 언어적 해석이나 본절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순종케 하였으리 
라”는 뜻으로 본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은 스스로 선택에 의한 신앙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창조주 
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라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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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로 그 안에는 예중이 있거 
i 늘 그러나 그들 대다수는 믿지 아 

: 니하더라 

的왓 ； 

9. 실로 그대의 주님은 권능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조各，넜必聲疏 

10. 그대의 주님이 모세를 불러 
S 죄지은 백성”에게로 가라 하셨으 

1 니 

© 士※C 년촤 gl <3^ 화; 

11.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파라오의 백성들이었더라 

12. 그가1》말하길 주여 실로 저 
1 는 그들이 저를 거역하지 아니할 
| 까 두렵나이다 

S 必與冗，松松다3S 

13- 저의 가슴이 답답하고1> 제 
| 혀가 굳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외 
1 아론을 보내어 주옵소서 

그삶 G多넓짚시^느로슝^ 

1 14. 그들이 저에게로 죄를 돌려 
나를 살해할까 두렵나이다 라고 
하니 

©빼yd成與終技 ᅵ 

15. 이에 하나님께서 둘에게1> 이 
； 르시길 결코 그렇지 아니 하거늘외 
S 우리의 예증을 가지고 가라 내가 
1 너희와 함께 하여 너희의 부름에 
I 응하리라 

餘!於^쌨雜 ； 

16. 그리고 네 둘이서 파라오에 
게 가서 말하라 실로 우리는 만유 
의 주님이 보낸 선지자라 

식，^狀:潮貞 6놨球 

10-1) 파라오의 백성 

12-1) 모세가 

6 13-1) 그들이 저를 거역하니 마음이 답답하고 
2) 그들에게 당신의 메세지를 전달하려 하니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f 15-1) 모세와 아론 
2) 너 모세를 살해하지 아니할 것이거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뺀^^^^■因■■，，■繼，^뺀，部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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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저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 
을 보내어 주소세》라고 하니 

18. 이때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 
하길 우리가 너를 자식으로 양육 
하였고 너는 우리 가운데서 오랜 
세월 동안1> 거주하였으면서도 

© — ※。藏척j 必接起衣， 

19. 네가 행한 너의 행위로 보아 
너는 은혜를 배반한 자 중 하나라 
고 말하니 

© (교요}i 士<26:5육君년 

20. 모세가 이르길 내가 그것을 
저질렀을 때는 내가 방황하는 자 
들 가운데1> 있었습니다 

寒！유3活 

21. 그리하여 나는 당신들이 두 
려워 도주하였는데1ᅭ 나의 주님께 
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나를 선 

지자들 중의 한 선지자로 선택하 
j 셨습니다 

최松冷 0必)在떠公i：多 

::: 

22.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취 
급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내게 베 
푸는 은혜입니까 라고 하니 

23. 이에 파라오가 만유의 주님 
이란 무엇이뇨 라고 물으매 

! 24. 하늘과 대지와 그 사이에 있 
는 모든 것은 주님이십니다 실로 
당신께서 확신을 갖고자 합니까 
라고 모세가 대답하니 

@ 상직나:到;심3在^ 

17-1)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샴 지역으로 가도록 하여 달라고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말하고 있다. 

S 18-1) 약 30년 가량 거주한 것으로 r무까떨」온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0권. 

op. cit, p57). 

20-1)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21-1) 41나를 살해할까 두려워「마드얀」지역으로 피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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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너희는 그가 말한 것을 듣지 
| 아니하였느뇨 라고 말하며1》 

-■ 

26. 모세가 말하길 태초부터 당 
| 신들의 주님이었고 당신 선조들의 
' 주님이셨습니다 

淡 j 

1 27. 파라오가 실로 너희에게 보 
! 내어진 너희의 선지자는 미친자라 
0 고 말하자 

©^!逸하多^화與 S 

28. 모세가 말하길 당신들이 정 
S 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실로 그 
J 분은 동쪽과 서쪽 그 사이에 있는 
j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 65넣독^li대 

29. 파라오가 말하길 만일 네가 
나 외의 신을 섬긴다면 실로 내가 

j 너를 투옥하리라 

@ 화하략接 

1 30. 내당신께 명백한 예증을 
! 보여준다 해도 그렇습니까 

®<스^ 各M의多;Of 

31. 만일 네가 정직한 자라면 그 
예증을 보여달라고 하더라1) 

®Qs^\ 占，5(최끄卜묫납0'용 

32. 그리하여 그가1> 지광이를 던 
지니 보라 그것이 분명한 뱀으로 

| 변했더라 

©爲其技爲>J 화此^^ 

33. 그가 그의 손을 내미니 보라 
그것은 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J 하얀색이 되었더라 

©⑯ij起松혓 6疾 

34. 이때 파라오가 그의 주위에 
있는 우두머리에게 말하길 실로 

1 이 자는 숙련된 마술사라 

乂成效?1與 

| 에파만가주위에있는모든신«에게말하, 

30-1) 모세가 말하기를 

1 31-1) 파라오가 

5 32-1) 모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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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그가1ᅭ 그의 마술로써 너희를 
너희의 땅에서 추방하려 하니 지 
금 내가 어찌하면 되겠느뇨 말하 
니 

© 6⑨섟그仏々々;冬보冗起: 

36. 그들이1》대답하길 그와 그리 
5 고 그의 형제에게 벌을 잠시 보류 

하고 여러 도시로 모든 마술사들 
을 집합하도록 전령관을 파견하여 

‘※쌌린收玉과“향; 뭐^棟 

37. 능숙한 모든 마술사들을 데 
려 오도록 하소서 

©허다겠 

38. 그리하여 정하여진 어느날 
1 제 시각에 마솔사들이 집합되니 

© ^고※건 1우^ 

39. 군중에게 다들 모였느뇨 라 
고 소리치니 

與쌌쑈 u與^ 

40. 만일 그들이 승리한다면 우 
리는 이 마술사들을 따르게 됩니 
까° 

41. 마술사들이 도착하여 파라오 
3 에게 말하길 우리가 만일 승리한 
? 다면 우리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 

방a幽민혀必넜與從‘成 

42. 물론이라 그렇게만 된다면 
너희는 내 가까이 있을 것이라고 
하자 

®《녀| 以必旧次 

43.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길1> 너 
회가 던지려하는 것을 던져보라 

©公빼빼必i；W 

35-1) 모세가 

36-1) 신하들이 

40-1) 군중들이 묻기를 

43-1) 파라오가 불러 모은 마술사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먼저 던질 것인가; 아니면 모세가 먼저 ! 
| 던질 것인가”라고 말했을 때 모세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먼저 던져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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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그들이 밧줄과 지팡이를 던 
j 지며 말하길 파라오의 권세로 우 
i 리가 승리하리라 

6도윳 i各i번達“feS;갗디희 

45. 그때 모세도 그의 지팡이를 
1 던졌더라 보라 그때 그들이 던진 
' 것을 삼켜 버렸더라 

©心炎效賊어 S與匕、 

46. 그때 마술사들 모두가 땅에 
부복하며 

1 

47. 말하길 저희는 실로 만유의 
^ 주님을 믿고 

송쇼與在» \ 

48. 모세의 주님이시며 아론의 
주님을 믿나이다 라고 하자 

49. 파라오가 말하길 내가 너희 
에게 허락하기 전에 그를 믿는단 
말이뇨 분명 그는1》너희에게 마술 

: 을 가르쳐 준 우두머리이거늘 너 
| 희는 곧 알게 되리라 나는 너희의 
손과 발을 서로 다르게2> 절단하여 

I 너희 모두를 십자가에 달아 놓으 
1 리라 

화뺐歎모3^故여 : 

빼遠以域比必^향 ; 

急■沒다M心 ； 

50. 이때 그들이1》말하길 아무런 
피해가 없나이다 저희는 분명 주 
님께로 돌아가나이다 

©巡^2移셸接沒!齡 ; 

51. 진실로 저희는 주님께서 저 
J 회의 죄를 사하여 주시어 저희가 

최초로 믿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 
j 나이다 

《래抵■쨘致拔◎빼 \ 

3 49-1) 모세가 1 
| 2) 오른 손과 왼발을 자르거나 또는 왼손과 오른 발을 자른다는 뜻. 

| 50-1) 모세와 대적했던 마술사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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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여 
나의 종들을 데리고 길을 떠나라 
너희가 추적을 당하리라 하니 

53. 파라오는 모든 도시로 심부 
름 꾼들을 보내며1> 말하길 

54. 실로 이들은1> 소수의 무리로 

55. 우리들에게 격분하고 있으나 

56. 우리 모두는 주의 깊게 감사 
하고 있노라 

57.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1〉낙 
원과 샘으로부터 추방하였고 

58. 보물들과 명예로운 위치에서 
추방하고서 

59.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러한 
것들의 상속자로 하였더니 

60. 그들은]) 동녘에 그들을 추적 
하였으며 

61. 쌍방이 서로 보았더라 이때 
모세의 추종자들이 고함을 지르며 
우리가 패배하고 있습니다 

62. 결코 그렇지 아니하거늘 나 
의 주님께서는 나와 같이 하시어 
나를 인도하시니라 

됴노!^^笑 

©占고品 적公 

必려;대S 

© 최빠에、P •成 

© 公년系3忘 

53- 1) 군인을 징집하기 위해서 각 고을로 사람을 보냈다. 

54- 1) 이스라엘 백성들은 

57-1) 파라오와 그의 추종자들 

於-1〉파라오의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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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여 
； 너의 지광이로 바다를 때리라 하 

니 바다가 두 갈래로 갈라져 양쪽 
부분이 거대한 산처럼 되었더라 

藏#以轉 3나수，있切와藏突 빼，'■ 

64. 하나님은 상대편을1ᅭ 접근하 
도록 하여 익사케 하고 

65. 모세와 그리고 그를 동반한 
모두를 구출한 후 

66. 다른 편을 익사케 하였노라 ©■빼 
67. 실로 그 안에는 예증이 있거 
늘 그래도 그들 대다수는 믿지 아 
니 하더라 

엊그獻士犯/功，，쇼홧 

68. 진실로 주님은 권능과 자비 
로 충만하심이라 

69.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려주라1> 

70. 그가 그의 아버지와 그의 백 
성에게 무엇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말했을 때 

71. 그들이1> 대답하길 우리는 우 
상들을 숭배하며 이에 헌신하니라 © 싫切6■때與 

72. 그가1〉말하길 여러분이 기도 
드릴때 그들이2》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던가요 

73. 아니면 유용하던가요 아니면 
해를 끼치던가요 

©■終敬 

64-1) 과라오의 군대 

效-1) 무함마드여 

71-1)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그의 우상을 숭배한 백성들 

72-1) 아브라함 
2) 우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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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그들이 대답하길 그렇지 아 1 
니하며 우리의 선조들이 그와 같 
이 행함올 보았도다 

©以■起쑈如 

75. 그가u 말하길 여러분은 여러 
분이 숭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지 알고 있느뇨 

@必_:起技與^ 

76. 여러분과 여러분의 옛조상들 
이 숭배한 것은 무엇입니까 

챗j器多系 

77. 그것들은1> 나의 적으로 나는 
만유의 주님만을 경배하니 

© (포유어 4^있1、江*之多^ 

78. 그분은 나를 창조하셨고 또 
나를 인도하시며 

© (々※多 以따5 넜 i 

79. 그분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 
을 주시고 마실 음료수를 주시며 

80.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치료 
하여 주시며 

©I크냐£多左홋져S 

81. 나의 생명을 앗아■가신 후 생 
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82. 심판의 날 나의 잘못을 사하 
여 주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분이 
십니다 

©크짐■以⑶파與 

83. 주여 저에게 지혜를 주옵시 
고 의로운 사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소서 

©싫抄i0契參公^次우^ 

84. 다음 세대에서 제가 의로운 
자로 입에 오르도록 하여 주소서 

0 ^4手沒1 소i그，己다公그*?心 

75-1) 아브라함 

77-1) 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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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축복받은 낙원의 상속자들 
중에 한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옵 
소서 

86. 저의 아버지께 관용을1> 베풀 
어 주옵소서 그분은 방황하는 자 
가운데 있었나이다 

87. 부활 되는 날 부끄럼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88. 그날은 재산도 자신도 소용 
이 없는 날입니다. 

89. 그러나 정직한 마음으로 하 
나님께 오는 자는 제외이거늘 

90. 정직하게 사는 자들을 위해 
천국이 가까이 있을 것이며 

91. 사악한 자들을 위해서는 지 
옥이 나타날 것이니 

92. 너희：다 숭배하는 신들이 어 
디 있느뇨 라고 그들은 질문을 받 
으리라 

93. 하나님 외에 그것들이1> 너희 
를 돕거나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느뇨 

94. 이 우상들과 사악한 자들은 
머리를 앞으로 하고 불지옥으로 
던져질 것이며 

95. 이블리스의 군대 모두도 그 
러 하리라 

86-1)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기도를 들어 주었으나 아버지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했다{싸위 알라 잘랄라이니 제3권 p.l花). 

93-1) 우상 

雜^^^^雜^^빼因殘«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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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그들은 그 안에서 서로 싸우 
면서 말하나니 

97. 하나님이여 저희가 실로 잘 
못 하였나이다 

98. 그때 저희가 그것을1> 만유의 
주님과 동등한 위치로 숭배하였나 
이다 

99. 저희를 잘못 인도한 자는 바 
로 죄인들이었습니다 

100. 그리하여 저희에게는 중재 
자도 없으며 

101. 가•까운 친구도 없나이다 

102. 지금 저희가 돌아갈 수 있 
는 기회가 있다면 저희는 믿는자 
들이 될텐데 

103. 실로 그 안에는1> 예증이 있 
으나 그들 대다수는 믿지 아니 하 
였더라 

104. 실로 그대의 주님은 권능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105. 노아의 백성들도 선지자들 
을 부정했으니 

106. 그들의 형제 노아가 그들에 
게 말했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뇨 

107. 실로 내가 너희를 위한 믿 
음의 선지자라 

© 요요과 와파 

©石!사:괘; 

@ 士々'뇨2혹향입 토ij系 

©名數횃뺐도必疏 

©6짱將했對 있雜있 

98-1) 우상 

103-1)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 안에는 



제26장 슈아라 : 108~117 685 mm 

108.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 
하고 나에게 순종하라 

109. 나는 너희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아니하매 실로 
나의 보상은 만유의 주님께서 주 
시니라 

110.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 하 
고 나에게 순종하라 

111. 그들이1> 대답하길 가장 미 
천한 자들이 따르고 있는 너를 믿 
으란 말이뇨 

112. 그가1} 말하길 그들이 행하 
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of는바 없 
도다 

113. 그들의 계산은 단지 주님께 
있음을 너희는 알고 있으리라 

114. 내가 믿는 자들을 추방하는 
자가 아니며1> 

115. 실로 나는 분명한 경고자•라1> 

116. 이때 그들이 말하길 노아여 
네가 만일 단념하지 않는다면 너 
는 돌에 맞아 죽게 되리라 

117. 그가1》말하길 주여 저의 백 
성들이 저를 거역하나이다 

© 5 쇳내iᄅ뇨 

於셨谷他및노췌紙5 

© 싶차김호定 

©꽤배5收 

©公技선mil 

빼되때께 

© i^yi 文T公p 

111- 1) 노아의 백성 

112- 1) 노아 

114- 1) 연약하고 가난한 신앙인들을 내가 멀리하지 아니하며 또한 나의 모임에서 그들을 내보내 
지 아니 하리라. 메카 꾸레이쉬 불신자의 우두머리가 연약한 신앙인들을 추방하라고 선지 
자 무함마드에게 요구한 것과 같다고 아부 하이안은 풀이하고 있다<알바흐르 32사). 

115- 1) 하나님의 벌이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경고자이니라. 

117-1) 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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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저와 그들 사이를 판결하여 
1 주시고 저와 더불어 믿는 자들을 
3 구하여 주소서 

©(잃^^系冗혔技技;^系’)多接 

119. 하나님은 그와 함께 짐을 
1 가득실은 배에 탄 자들을 구하였 
노라1) 

120. 그런 후 하나님은 뒤에 남 
은 자들을 익사케 했으니 

121. 실로 그 안에는 예증이 있 
었으나 그들 대다수는 믿지 아니 
하였더라 

© 士各았했以 C與犯1犯致 

122. 실로 그대의 주님은 권능과 
M 자비로 층만하심이라 

123. 아드의 백성도 선지자들을 
? 부정했으니1> 

124. 그들의 형제 후드가 말하길 
!|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 하지 않 

i 느뇨 

©6,雜文강災^ 화 

125. 실로 내가 너희를 위한 믿 
음의 선지자라 

® (보^分公1 

126.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 
하고 나에게 순종하라 

©축的能 

127. 그로 인하예> 내가 보상을 
요구하지 아니하니 나의 보상은 
만유의 주님으로부터 있노라 

128. 너희는 높은 곳마다 공허한 
향락을 위해 건물을 세우느뇨 

© 6多쓘립쇼표 

\ 119-1) 노아의 홍수，11장 36절-48절 참조 

I 123-1) 아드 백성도 그들에게 온 예언자 후드를 부정했으니 모든 선지자들을 부정하였도다- 

127-1) 메세지를 전하는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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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너희가 영생하고자1> 궁전 
을 세우느뇨 

130. 너희는 타인을 공격함에 폭 
군처럼 공격했노라 

131. 하나님올 두려워 하고 나에 
게 순종하라 

132.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을 주신 분을 두려워 하라 

133. 그분께서는 가축들과 자손 
들을 너희에게 주셨으며 

134. 낙원과 우물도 주셨노라 

135. 실로 나는 심관의 날 너희 
에게 내려질 벌이 두렵도다 

136. 그들이 대답하길 네가 설교 
하든 아니하든 우리에게는 마찬가 
지라 

137- 실로 이것은 옛 선조들의 
관습에 불과하며 

138. 우리는 벌을 받지 아니하도다 

139- 이렇게 그들이 그를1》부정 
하매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켰노 
라 그 안에는 예증이 있으나 그들 
대다수는 믿지 아니 하더라 

140. 실로 그대의 주님은 전능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좌與松 

@》양多》6걍)안호延 

©藏！^y約 

©石起玉고公多占혀 왓 

© 빼^抄 ^雜， 

化，與 
6桃 /破#明成後賊巡충 

©徒故職 

4상妙必端藏 

129-1)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지상에서 살아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139-1) 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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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사무드의 백성은 선지자들 
1 을 부정했으니 

라깃效의浴 

142. 그들의 형제 살래가 그들에 
； 게 말했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뇨 

성^^其？次3하 

143. 실로 나는 너희를 위한 믿 
I 음의 선지자라 

© &以S效玄1 

144.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 
하고 나에게 순종하라 

145. 그로인하여 내가 보상을 요 
? 구하지 않나니 실로 나의 보상은 
3 만유의 주님으로 부터 있노라 

© 心과《와그하그!하노 i허分2!定 

146. 이곳에세> 너희가 소유한 
것들이2> 너희의 향락을 위해 남아 

； 있으리라 생각하느뇨 

©심 학吹쑈銳 

147. 정원과 샘터가 ® 혓도쓩님炎’d 

148. 경작지와 무르익어가는 종 
； 려나무와n 

149. 너희가 돌로 정교하게 세운 
8 집들이 그대로 안전하리라 생각하 
1 느뇨 

© <5以료1싫닌비!多^5; 

150.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게 
? 순종하라 

151. 방탕한 자들의 명령을 따르 
1 지 말라 

5 146-1) 현세에서 
( 2) 현세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148-1) 사무드 고을은 과수원，우물，종려나무로 풍성했던 것으로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무함 
1 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0권 op. cit,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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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그들 대다수가 믿지 아니 하였 
1 더라 

150. 실로 그대의 주님은 권능과 
：：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상域3必巡起 

160. 롯의 백성도 선지자들을 부 
정했으니 

©棟■쐈 

161. 그들의 형제 롯이 그들에게 
말했더라 너희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뇨 

©폐■■화 

162. 나는 너회를 위한 믿음의 
1 선지자라 

163. 하나님을 두려워 하고 나에 
；； 게 순종하라 

164. 그로 인하여 내가 보상을 
요구하지 않나니 실로 나의 보상 
은 만유의 주님으로부터 있노라 

©례따影화단그웠&必分2絶 

1放. 너희는 우주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남성에게만 접근하려 하 

느뇨 

© 냐내。必!i?玄止도초면 

166.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창 
조하신 너희 배우자들을 버려 두 
려 하느뇨 실로 너희는 한계를 넘 
어선 백성들이라 

0谷•我，比떠 : 
© 6보우)하 

167. 그들이 대답하길 롯이여 네 
가 단념하지 않는다면 너는 추방 
당하는자 중에 있게 되리라 

©藏%^多多^생功與 

!' 168. 그가” 대답하되 실로 나는 
| 너희의 행위를 증오하노라 

촌改成冗 ! 

1 168-1) 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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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주여 저와 저의 가족을 그 
들이 행하는 것으로부터 구하여 

1 주소서 

170.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와 그 
의 가족 모두를 구원하고 

| 171. 뒤에 남아있던 늙은 한 여 
:; 인과시 

172. 다른 자들을 멸망케 했노라 \ 

173. 그들 외에 돌 우박을 퍼부 
었으니 이 돌 우박은 경고를 거역 

； 한 백성에게 내려진 것이라 

©최！향죄빼藏地 j 

174. 실로 이 안에는 하나의 예 
증이 있으나 그들 대다수는 믿지 

j 아니 하였더라 

勢^公^ 1 

175. 실로 그대의 주님은 권능과 
자비로 충만하노라 

©체起3!■被; | 

176. 메디얀의 백성들도1ᄎ 선지 
: 자@들을 부정했으니 

S 必，起와대 J 

177. 슈아이브가1》그들에게 말 
1 했더라 하나님이 무렵지 않느뇨 

4희與피빼 | 

178. 나는 실로 너희를 위한 믿 
음의 선지자라 © 在好ᄒ上 % 

179.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에 
3 게 순종하라 

I 171-1) 예언자 롯올 따르지 아니하고 뒤에 남아 머뭇거렸던 롯의 아내를 가르킨다(제7장 期절 참 
I 조). ! 

176-1)「아이카트」는 “잎이 우거진 나무”라는 뜻이나 여기서는 메디얀 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율 
5 가르킨다(따브리 紀/19) (제15장 花절 참조). 1 
| 2) 슈아이브 예언자를 가로킴 j 

177-1) 제7장 裝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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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期. 그로 인하여 내가 보상을 
1 요구하지 않나니 실로 나의 보상 
I; 은 만유의 주님으로부터 있노라 

됐⑶좌、하多多往^紋; 

1 181. 저울을 공정하게 하여 부정 
으로 타인에게 손실을 끼치지 말라 

182. 균형이 되도록 무게를 달라 

183.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보류 
하지 말며 지상에 해악을 퍼뜨리 

] 지 말라 

■폐私往여必雜 
©여 

184. 너희를 창조하셨고 너희 선 
5 조들을 창조한 그분을 두려워 하라 

©빼새 

185. 그들이 말하길 네가 마술에 
걸려 있노라 

0 찌려t約裝 

5 186. 너는 우리와 같은 한 인간 
에 불과하노라 우리는 네가 거짓 
말장이라 믿노라 

촌)^^선 

187. 네가 진실이라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벌을 내리게 하여 보라 

0 起—G 成강 表UJ 版的理法# 

188. 그가1> 대답하길 나의 주님 
께서는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니라 

©성我ᄍ校；廢 

189. 그들은 그를1> 거역했으니 
어둠의 날의a 벌이 그들을 엄습했 
노라 실로 그것은 위대한 날의 벌 
이었노라 

수고化均!多色나도식고생多 
©교一: 

188- 1) 슈아이브 

189- 1) 슈아이브 
1 2)「줄과 는 불신자들올 어둠게 하여 버린 구름이란 뜻으로 창조주께서 그들에게 혹서를 보내 

니 그들은 숨을 쉬기에 갑갑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집에서 밖으로 도피하여 나왔으나 이때 
I 창조주께서는 다시 태양을 가리워 어둠게 하여 버리니 그들은 추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한곳으로 모이자 그들 모두를 불태워 버린 무서운 벌이었다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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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음속에도 그것이1ᅭ 스며들게 했 
s 지만 

201. 고통스러운 벌을 목격할 때 
까지는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 

202. 그벌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그들에게 도래하니 

名 6;：향沒박邊 

203. 그들은 말하리라 저희가 유 
< 예 될 수 없을까요 

©《以있》必述券 

204.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벌 
을 재촉하고 있노라 

©法方워대 

205.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수 
1 년간 향락 하도록 한 것을 그대는 

아느뇨 

206. 약속된 벌이 드디어 그들에 
게 이르니 

207. 현세에서 즐겼던 향락이 그 
j 들에게 유용하지 아니하더라 

©회_찌紙 

208. 하나님이 경고자를 보냈던 
1 고을들을 멸망케 하여 

? 209. 교훈이 되도록 하였으되 우 
2 리는 결코 그들을 벌함에 부당하 
3 지 아니 했노라 

©•빼입炎 ' 

210. 사탄이 그것을1ᄆ 가지고 오 
J 지 아니 했으며 

1 200-1) 꾸란 

210-1) 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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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그것은 그들에게1〉적합하 
1 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능력도 없 
1 노라 

©쇼획比；以歎:， 

212. 그들은1》그것을2> 듣는 기 
회조차도 제외되어 있었노라 

© 성七3노戶셨i 

J 213.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 
배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 

: 회도 벌을 받는 자 중에 있게 되 
1 리라 

© (I紅公此I士:與身않一사。炎 

214. 그대의 친척들에게 경고하라 

215. 믿는자 중에서 그대를 따르 
는 자에게는 그대의 날개를 낮추라0 

216. 그들이 그대에게 거역한다 
면 일러가로되 실로 나는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책임이 없노라 

촌 성務後a必效그淡 

217. 전능과 자비로 충만하신 분 
| 에게 의지하라 너 쪘次錄 

218. 그분은 예배하기 위해 홀로 
! 서 있는” 그대를 보고 계시며 

219. 그대가 엎드려 예배하는 자 
들 중에1> 있을 때도 보고 계시나니 ©빼_ J 

220. 실로 그분은 들으심과 아심 
J 으로 충만하심이라 

j 211-1) 사탄들 

! 212-1) 사탄들 
2) 꾸란 

1 215-1) 친절하고 겸손하라는 표현이다(제17장 24절 및 제15장 88절 참조). 

S 218-1)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경우 

j 219-1) 여러 신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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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일러가로되 사탄들이 누구 
I 에게 내려오는지 너희에게 일러주 
| 리요 

촌(，緣射빼必 £ 

222. 그들은1> 거짓하고 사악한 
J 모든 자들에게 내려 올 뿐이라 

© 그요4해!分※化 ^ 

223. 그들은 귀를 기울이나 그들 
대다수는 거짓하는 자들이라 

© ^ 沒例^器: 

224. 시인들은1ᅭ 사악속에서 방 
황하며 그들을2} 따르는 자들이라 

© 스少33匕:살노兵이i초1， 

225. 그들이u 모든 계곡에서 이 
^ 성을 잃고 방황하는 것을 너희는 

보지 않했느뇨 

© 낯;0^ 

I 226. 그들은1> 그들이 행하지도 
아니한 것을 말하고 있노라 

©6빠성錄巧 

227. 그러나 믿음을 갖고 선을 
| 행하며 항상 하나님을 염원하고 
? 박해를 받은 후에도 스스로를 보 
J 호하는 자들은 제외라 사악한 행 
J 위를 저지른 자들은 그들이 돌아 
5 갈 최후의 운명이 무엇인지 알게 
f 되니라 

쐈與此^#必兵 P 쇼ᅫ免 
(難—^빠와M 1： 

( 

1 222-1) 사탄 

1 224-1) 시와 예술 그 자체의 기능을 벗어나 그것이 신앙생활을 저해하고 혼돈케 할 때는 위험스 
| 러운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5 2) 사탄들 

225-1) 시인 

1 226-1) 시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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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장 나 믈 

메카에서 계시된 93절로 신앙의 기본원리，즉 유일신 사상, 메세지 
(리쌀라) 및 부활(바흐쓰)에 관하여 다루고 있으며「슈아라」장 및 계 
싸쓰」장과 거의 비슷한 교훈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제1절〜14절 사이에서는 모세가 본 불기둥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 
님의 영광과 기적을 볼 수 있으며，제15절〜44절에서는 솔로몬이 새 

들이 지저귀는 소리의 뜻을 알고，현명한 개미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과 솔로몬의 지혜를 볼수 있고, 제45절〜58절에서는 살레와 롯의 
이야기, 그리고 음모와 분노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좌절됨을 알게 
되며，제59절〜9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선과 최후는 모든 피조물 
위에 존재하고 불신은 신앙에 굴복하게 됨으로 계시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의존해야 한다는 교훈이 제시되고 있다. 

본 장이 나믈(개미)이라 불리워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본 장에 
「나물j 즉 개미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함으로써「나물」장이라 불리워 

지게 된 것으로 본대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1권 op. cit,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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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이^으로 

1. 똬 씬u 이것들은 꾸란의 절로 
사실을 밝혀주는 성서이며 

2. 믿는 자들을 위한 길이요 복 
음이 라1> 

3. 이것은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 
세를 바치며 내세를 확신하는 자 
들을 위한 것이라 

4. 내세를1> 믿지 아니한 자들의 
행위들이 그럴둣하게 보이게 하매 
그들은 방황하였으니 

5. 가혹한 징벌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며 내세에서는 가장 큰 손실 
을 보게 되리라 

6. 그대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 
하신 분으로부터 꾸란을 계시받게 
되었노라 

7. 보라 모세가 그의 가족에게1 * *> 

말하기를 내가 불을 보았으나 소 
식을 듣고 오거나 불꽃을 가져와 
너희를 따뜻하게 해 주겠노라2〉 

Q느홧 I 切양1 * 고U-今 

6 由s與⑶삔화 

强V災⑶必與과6炎錄화 
必쑈넜公 

씼디있방3$，;我3必給 

i뺐나災 v腦奴섰必鄭어 
必仏씐5必 

화1路始%心◎松路잇⑷3賊 
©간公1^3크沒니士々 

1- 1) 꾸란의 기적. 제26장 1절 참조 

2- 1) 1절과 2절에서의 계시는 다음 3가지의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그것은 사실을 설명하고 창조주의 속성, 인간의 위치 그리고 정신적 세계관을 설명하고 
둘째, 그것은 올바론 길로 인도하여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며 
셋째，믿음으로 그 복음올 받아들이는 자에게 용서하고 순결케 하여 구원올 한다는 기쁜 소 

식의 내용이다. 

4-1) 부활 

7-1) 모세의 아내 
2) 모세의 마음에 말씀이 계시되는 여명의 순간으로 보여진다<제20장 9-24절 참조). 모세는 메 
디얀에서 그의 가족올 데리고 시나이 반도를 건너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춤고 어두운 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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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8. 그가0 불이 있는 곳에 갔을 
때 소리가 들려왔으니 불속에 있 

1 는 자와^ 그 주변에 있는 자들에 
1 게3> 축복이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5 있으소서4> 

채^■나占갱교射公다 
©리在와% ； 

9. 모세야 내가 바로 권능과 지 
( 헤로 충만한 하나님이라 ®J效，■均必炎 j 

10. 이제 너의 지광이를 던져라 
：; 그때 그것이 마치 뱀처럼 움직이 
:: 는 것을 보있으매 뒤로 돌아서 돌 
아보지 아니 하니1》모세야 두려워 
하지 말라 실로 선지자들은 내 앞 

I 에서 두려워 하지 않노라외 

以섰銳端빼대»육致 J 

파鄕攻빠샜其!스 i 

©성겪 ; 

11. 잘못을 저지른 후 바로 선행으 
i 로 갚음하는 자는 제외시키거늘 실 
로 나는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니라 

敗狀版妙錄免 : 

©起誠요 \ 

12. 모세야 네 손을 주머니에 넣 
은 후 빼내어보라 얼룩 한 점 없 
는 새하얀 손이 되어 나오리라 이 
것은 네가 과라오와 그의 백성에 
게 보여 줄 아홉가지1》예증 가운 
데 둘^이라 실로 그들은 죄많은 
백성들이 라 

'상句券^^文笑々육以^3《어\ 
방瓦^^^느요성| 

必 

되자 길을 잃었다. 이때 모세는 빛을 찾고 있었는데 드디어 불빛이 그를 인도하고 있는 것 
을 알게 되었다. 그 빛은 곧 하나님의 신비로 계시 초기의 여명기로 풀이된다. 

1 8-1) 모세 
i 2) 창조주들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있는 모세와 1 
1 3) 천사들 

4) 모세가 창조주의 부름을 받았으니 이것은 창조주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계시하고 그가 선지 i 
자임을 알려 준 위대한 사건이었다고 아부 하이얀은 풀이하고 있다<알바호르 알무히 

1 56/7). 1 

10-1) 그 자리를 피하여 돌아오지 아니 했다는 뜻으로 풀이하는 학자도 있으나 본절에서는 꾸타 
1 다의 해석을 따랐다 | 
1 2) 모세가 예언자 및 선지자로써 창조주의 선택을 받고 있다. 

J 12-1) 9가지의 기적으로 꾸란에 언급된 그 기적은 다음과 갈다. 
1 ① 지팡이의 기적，② 손의 기적, ③ 메뚜기의 기적, ④ 기생충인 이의 기적，⑤ 개구리의 기 

적，⑥ 대홍수의 기적，⑦ 피의 기적，⑧ 돌의 기적，⑨ 파라오와 그의 재물올 멸망케 했던 
기적(제7장 m절 해설 참조). 

I 2)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된 기적과 손을 호주머니에 넣었을 때 하얗게 된 기적을 가르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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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하나님의 분명한 예증이 그들 
에게 이르렀을 때 이것은 분명한 
마술이라 그들이 말하더라 

14. 그들은 그것을1> 마음속에 진 
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불의와 거 
만 때문에 이를 부정하고 있으니 
죄악을 저지른 자들의 종말이 어 
떠함을 보라 

15.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매 그들이 말하길 믿음 

이 많은 그분의 종들보다1> 저희에 
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16. 솔로몬이 다윗을 상속하고1> 

말하길 백성들이여 우리는 새들의 
말을 배웠으며 모든 은헤를 받았 
으니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으로부 
터의 은혜라 

17. 영마와 인간과 새들의 무리 
가 솔로몬 앞에 대열을 지여 각각 
별개의 집단을 구성하였노라 

18. 그들이 개미의 계곡에1》이르 
렀을 때 한마리의 개미가 말하길 
개미들아 솔로몬과 그의 군대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들을 밟아 죽 
일지도 모르니 우리들 거주지로 
들어가자 하더라 

19. 솔로몬은 개미의 말에 웃음 
을 터트리며 말하길 주여 저와 저 

© 左y&x노간?녕 끗?데}!;多汉퍼兵 

고최與切^제炎s 
包 必솨雄明g 

相려 
©괴 成^■ 

\과나往ii 벨여S 以소않노%“ 
© 생々뺐此겠按路⑷起與， 

»와雜離效疏，此滿雜家 
必 6;체釋；⑶冷與^錢1^ 

與甘接도변萬妙。있攻3 

14- 1) 예증 

15- 1) 다윗에게는 19명의 자손이 있었으나 그 가운데서 솔로몬에게 가장 많은 은혜가 베풀어졌다• 

16- 1)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재산을 상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언자로써의 은혜를 받게 되고 
새나 동물이 지저귀는 소리도 알아 듣는 지혜를 부여받았다• 

18-1) 샴 지역에 있는 개미가 많은 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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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부모에게 베풀어 준 당시의 은 
혜에 감사하도록 허용하여 주소서 

1 당신께서 저로 하여금 기뻐하는 
S 선행을 하도록 하여 주소서 당신 

의 은혜로서 당신의 성실한 종들 
§ 중의 한 종이 되게 하소서 

1 

ᄂ明述값!i 裝 5‘허沒必幻 
® 리낸 端抄※與射接 

j 

i 
던 

20. 그가1》새들을 불러모아 말하 
1 길 오디새가 보이지 않는데 그도 

여기에 오지 않는 자 중의 하나가 
아니 뇨 

必必S收與캤紅錄 j 

i 

21. 그가1〉만일 분명히 오지 아 
! 니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j 엄하게 다스려 그를 죽이리라 

致觸敬與 V淡;與 

S 22. 그는1》얼마되지 않아 돌아와 
말하길 저는 당신들이 모르는 것 
을 알고 있습니다 사성P로부터 중 

| 요한 소식을 당신께 가져왔습니다 

을최대3별士5그^도玄^ 
©邊與^축i 

23. 저는 그곳에서 그들 위에 군 
^ 림하고 있는 한 여성을1> 발견했는 

데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고 
3 위대한 옥좌도 가지고 있습니다 

聲身。ᄂ技步必요※않 
@쌓餘能 

J 24. 저는 그녀와 그녀의 백성들 
이1> 하나님 외에 태양을 숭배하고2) 

1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탄들은 그들 
{ 의 행위를 그럴듯하게 보여 그들 
| 로 하여금 진리의 길을 벗어나게 

巧경；씨; 心。과 ⑯5多心 
@ 6; 도以;多 ^쇼多 k근；^ 오。자쇠 

J 20-1) 솔로몬 

j 21-1) 새가 

j 22-1) 오디새 j 
! 2) 예맨에 있는 한 도시 이름으로 r사나아노 에서 약 5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오늘날의「하다라모으트」지역에 있었던 한 도시로 풀이되고 있다. 유명한「마아리브」댐의 | 
힘을 입어 문명이 크게 번성했었고 그 당시의 여왕「사•바』는 솔로몬의 영광이 이를 때까지 I 

1 거만해 하였다. 1 
| 23-1) [사바j 의 r빌끼스」여왕을 가르킴. 

j 24-1) 사바아 백성들 유 
2) 하늘과 태양 및 별들을 숭배하던「마주스」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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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니 그들은 지금 인도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25. 그들은 옳은 길에서 벗어나 
하늘과 땅위에 감추어진 것에 빛 
을 비추시고 감추는 것과 드러내 
는 모든 것을 알고계시는 하나님 
올 경배하지 아니 합니다 

26. 그분은 위대한 권자의 주님 
이신 하나님으로 그분 외에는 신 
이 없습니다 

27. 솔로몬이 말하길 네가1> 사실 
을 말했는지 아니면 거짓말을 했 
는지 우리는 알게 되리라 

28. 나의 이 서신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n 전하고 잠시 몸을 숨기 
어 그들이 무어라 응답하는지2ᅭ 기 
다려 보라3> 

29. 그 여왕이 말하길 족장들아 
내게 고귀한 한 서신이 왔노라 

30. 그것은 솔로몬으로부터 온 
것으로 다음과 같으매 자비로우시 
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31. 나에 대항하여 오만하지 말 
고 순종하여 내게로 오라 

32. 그녀가 말하길 족장들이여 
이 일에 관하여 조언해 주시요 너 

斤:熟^在系쇼身 與^ 

쓩>0나在다少月必忠 

©쇄“최쇼^대 

휴拜⑶설여，사정熟 
逆 6多?쬤炎 

沙떠교私後 Q與與벨^ 

27- 1) 새 

28- 1) 사바의 빌끼스 여왕과 군대 
2) 발끼스 여왕이 족장들에게 이 서한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할 때 족장들이 무엇이라 응답하 
는지 

3) 오디새는 그 서한을 빌끼스 여왕에게 가지고 가서 그녀의 머리 위를 날다가 그녀가 있던 곳 
에 떨어드렸다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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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참여하지 않고는 이 일을 결 
정하지 못하겠소 하니 

33. 그들이 대답하길 저희에게는 
힘과 용맹이 있나이다 명령하실 
것을 숙고하여 주소서 

34. 그녀가 말하길 보라 왕들이 
한 도읍에 들어갈 때는 그 고을을 
파괴하고 그 고을 백성들을 비천 
하게 하나니 그들도 그러하리라 

35.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하 
나의 선물을 보내리니 사신들이 
어떤 응답을 가지고 오는지 기다 
려 보자1> 

36. 그 사신이 오매 솔로몬이 그 
들에게 말하길 너희는 내게 재물 
을 주려하느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1〉그분께서 너희에게 준 
것보다2》나으니라 선물을 만끽하 
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니라3) 

37. 돌아가라 우리는 그들이 대 
적할 수 없는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곳으로부터 그들을 추방하리니 
그들은 불명예스러운 굴욕올 맛보 
리라1》 

技兵 U純能換抄於齡 
©(아히 획 

j聲從^勞炎과， 
©6뼈必채■一 

©心匕少;^ 삯！^藏^次^ 

物一 以다在雄獻쟁次成 
@各>後^必^ 

고해與;雜^ 뵀 
©必나;幽_ 

述-1) 빌끼스 여왕이 백성들에게 말하길，솔로몬이 우리가 보낸 선물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현세를 
원하는 왕이므로 그를 살해하고 그가 그 선물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그는 믿올 수 있는 예 
언자라 그러므로 그를 따르라(무크타싸르 이브누까씨르 471/2). 

36- 1) 솔로몬에게 지혜와 권능이 부여되고 예언자로서의 선택을 받은 은혜 
2) 물질적 풍요로움의 은혜 
3) 너희가 내게 준 선물에는 내가 기뻐하지 않으나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에 너희는 기뻐할 것 

이라. 

37- 1) 빌끼스 여왕의 사신들이 솔로몬으로부터 돌아와 소식을 전하니 그녀는 그가 왕이 아니며 
솔로몬의 힘을 막을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다시 사신올 솔로몬에게 보내어 여왕 자신이 솔 
로몬에게 가 솔로몬이 인도하는 신앙을 따르겠노라 하였다. 그리고 1만 2천의 족장들이 함 
께 솔로몬에게로 갔다고 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1권， 
op. cit,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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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그가0 말하길 족장들이여 그 
1 들이 내게 귀순하여 오기 전에 너 

회 중에 누가 그 여왕의 옥좌를 
내게 가져올 수 있느뇨 

빼沒•폐3 

©必々 

1 39. 영마 가운데의 한 요정이1ᅭ 
s 대답하길 당신께서 자리를 일어서 

기 전에 제가 그것을 가져오겠나 
이다 실로 저는 힘이 강하니 믿어 
주소서 

乂多성於、춰갔必起 

40. 성서의 지식이 풍부한 자가^ 

말하길 당신이 눈깜짝 할 사이에 
! 그것을 가져오겠습니다 바로 그때 
! 솔로몬은 그것이 자기곁에 있음을 
보고서 말하길 이것은 내 주님의 

} 은혜로써 이는 내가 감사하고 있 
는지 은헤를 망각하고 있는지 시 
험하려 하심이라 누구든 감사하는 

! 자는 자신의 영혼에 감사*하는 자 
| 이며 은헤를 망각하는 자는 하나 

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자이거늘 
I 실로 나의 주님은 풍요와 자비로 
；i 충만하심이라 

쑈、청타냐의 고犯느的0남 

최此려W빠빠 
必넷 1)1與免接必心 版 

其W없避料與 

( 41. 그가시 말하길 그녀를 위해 
| 그녀의 옥좌를 변경하라 우리는 
1 그녀가 옳은 길로 인도되는지 아 
1 니면 인도되지 아니한지 알 수 있 
5 노라와 

i炎炎^松돼幽難 
® 心; 

42. 여왕이 왔을 때 이것이 당신 
의 옥좌입니까 라고 물으니 그와 

銳^쇠典必取按s : 

? 38-1) 솔로몬 

!! 39-1) 이프리트 : 몸이 거대하고 힘이 센 요정 가운데 하나로 사악하고 교만한 요정으로 알려지고 

» $1다* 

40-1) 성서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이본 바르키。는 라는 사람이라 풀이되고 있다. 

J 41-1) 솔로몬 
1 2) 사람들이 위장하여 알지 못하도록 하듯이 그 여왕이 옥좌의 형태를 변경하자 그녀가 그 의 

자를 보고 그녀의 옥좌인가를 알아보는 지혜가 있는지 또는 그렇지 못한지를 알 수 있느니 

S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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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함니다 라고 그녀가 대답하매1》 
그녀보다 앞서 지혜가 부여되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었습 
니다 라고 솔로몬이 말하였더라 

43. 그녀가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한 것이 그녀를 방황케 했으 
니 실로 그녀는 불신자 가운데 있 
었노라 

44. 그녀에게 궁궐에 들어가라 
말하니 궁전을 본 그녀가 그것을 
연못이라 생각하여 그녀의 치마를 
걷어 올리매 솔로몬이 이것은 유 
리로 평탄하게 만든 궁전이라 말 
하니 그녀가 말하길 주여 실로 제 
가 죄를 지었나이다 저는 솔로몬 
과 더불어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께 귀의하나이다 

45- 그후 하나님은 사무드에게 
그의 형제 살레를 보내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니 그들은 두패로1〉나 
누어 싸움을 하였더라 

46. 이때 그가1》말하길 백성들이 
여 어이하여 선을 행하지 아니 하 

고 악을 서둘러 행하려 하느뇨 너 
회가 하나님께 용서를 빈다면 너 
회가 은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 

47. 그들이 말하길 우리는 너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로1〉말미암 
아 불행을 당하고 있도다 하니 그 

立浴棟 抄 沙'^逆射犯浴仏 

생‘炎故고 
寒A述我% 

@ ‘고’때‘값; 

© 빠多;效단성 

빠허여‘义적^ 

@6^}^ 

42-1) “이것이 당신의 옥좌입니까？”라는 질문에 여왕이 “예”, 또는 “아니요”라고 대답하지 아니하 
과 “그와 비슷함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그녀는 영특한 지혜와 지각이 있는 여왕이 
었다고 이브누 카씨르는 해석하고 있다(이브누 카씨르 673/2). 

45- 1) 믿는 사람들의 파와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의 과. 

46- 1) 살레 

47- 1) 살레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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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말하길 너회가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께 있나니 너희는 시험을 
받고 있노라 

48. 그런데 지상에 해악을 퍼트 
리고 개선하지 아니 한 아홉 사람 
이1> 그 도시에2> 있었나니 

나以—■호다못左^‘K應5 
必 6多必妙; 

49. 그들은 하나님께 맹세하여 
말하였더라 우리는 살래와 그의 
가족을 밤중에 살해하고 그의 보 

| 호자에게는 우리는 그의 가족이 
피살당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실로 우리는 정직한 자들입니다 
말하리라1> 

嫌정與夕抑 y‘떼써명 

50. 그들은 공모하고 음모를1> 꾸 
몄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세웠노라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하였더라 

©《起終s沒 

51. 그들 음모의 결과가 어떠했 
느뇨 보라 실로 하나님은 그들과 
그의 백성 모두를 멸망시켰노라 

;起劍讀與^效到 ' 

® 그 

52. 이것들이 폐허된 그들의 집 
들이거늘 이는 그들의 죄 때문이 
라 실로 그 안에는 지혜가 있는 
백성을 위한 예중이 있노라 

•빼炎次^ : 

® 方自寒1 

53.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하나 
[ 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구했노라 

沒多故與必#殺S 

1 2) 살래 

48-1) 9명은 그 고을 족장들의 자손들로 그 고을에서 해악을 끼쳤던 자들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이브누 압바스는 암낙타를 살해한 그들로 풀이하고 있다. 

j 2) 살레의 고을로「히즈르」라는 도시였으며 i 
49-1) 그들이 칼로 무장하고 살래의 집에 왔을 때 천사들이 돌을 던져 그들을 살해하였다고「이브 용 

농 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1권 op. cit, p.16). 

50-1) 살레를 살해하려 했던 음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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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롯을 한 선지자로 보내니 그 
가 그의 백성1》에게 말하길 너희는 
너희가 지켜보면서 죄를 범하느뇨 

55. 너희는 여자가 아닌 남자들 
에게 성욕을 갖느뇨 실로 너희는 
무지한 백성들이라 

56. 그러나 그의 백성은 이에 대 
답을 못하고 다만 롯의 추종자들 
을 당신의 고을에서 추방해야 되 
나니 실로 그들은 순결코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뿐이라 

57. 하나님은 그와1> 그의 추종자 
들을 구하였으나 그의 부인은 제 
외하여 벌을 내렸노라 

58. 하나님은 그들 위에 돌우박 
을 내렸으니 경고받은 자들에게의 
돌우박은 불행이었노라 

59_ 일러가로되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며 그분이 선택한 그분의 종에 
게1> 평안을 드리며 하나님은 그들 
이 숭배한 우상보다 훌륭하시니라 

60.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신 분이시 
며 이 비로서 정원을 아름답고 무 
성하게 하따 그 안에 나무를 자라 
게 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 
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있느 
뇨 그러나 그들은 벗어난 백성들 
이라 

■必히“욋3벼« 

少故I必巧炎3명述향우쨍 
©성錄씼헸 

여랑淑I接신챘心 

裝延從的貪抑炎4고 

© a效3必徒與逆^ OTi 

技路的 쇼紙徒义 쑈쇼述냐 
@6 호정허 i 

少接Ti 수:刻류^ 
以狀타:以封나■死心 

©성與聲ᅀ>1겨，策避我抄[ 

54-1) 소돔의 백성 

57-1) 롯 

99-1) 선지자 무함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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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대지를 안식처로 하여 주시 
고 그 안에 강들을 두셨으며 거기 

은 에 움직이지 않는 산을 세우시고 

1 강과 바다 사이를1> 두신 분이 누 
구이뇨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 

을 수 있단 말이뇨 그들 대다수는 

알지 못하더라 

피⑶效—3■넷와’| 

抄戶와거义최條石셔 

62. 필요한자가 부를 때 이에 대 

답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며 사악을 

제거하여주사 그대들을 대지위의 
후계자로 하여주신 분이 누구이뇨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있느뇨 그런데도 너희는 숙고하지 

않느뇨 

뼈此쉔，想i必策 
©폐必突 

63. 육지와 바다의 어둠 속으로 
부터 그대들올 인도하여 주신 분 

이 누구이며 그분의 은혜를1> 예고 
하여 주는 바람을 보내주신 분은 
누구이뇨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올 수 있느뇨 하나님은 그들이 
숭배하는 모든 것 위에 계시니라 

心^및，;:다복쇼■巧 
心때1; 述接技11 

호> 6최名技“i)l‘얏트 

64. 창조를 하시고 그후 창조를 

거듭하시며 하늘과 땅으로부터 그 

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 
은 누구이뇨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이 있을 수 있느뇨 일러가로되 너 
회가 진실한 자들이라면 너희의 
증거를 이르게 하라 

©⑯ᅬ9j었값 

65. 일러가로되 하나님 외에는 
용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비밀을 아 
S 는 자 없으며 또한 죽은 후 그들 

이 언제 부활되는지 는 자 없노 

' 라，> 

，■◎교려 (策淡^ 
©6하淨려다 

J 61-1) 소금이 들어 있는 바닷물과 강물이 섞이지 아니 하도록 따로 흐르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 63-1) 여기서 은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말한다. 

我-1》부활이 언제이냐고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였던 블신자들에게 계시된 절로 꾸르뚜비는 풀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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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내세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천박하여 그들은 의심할 것이거늘 
그들은 그에 관하여 장님이라 하니 

67. 불신자들이 말하길 우리와 
우리의 선조들이 흙이 된 후 다시 
부활 된단 말이뇨 

68. 우리와 우리 선조들 이전에 
도 이 약속이 있었지만 이것은 옛 
선조들의 전설에 불과하도다 

69. 일러가로되 대지 위를 여행 
하면서 죄인들의 말로가 어떠했는 
7} 살펴보라 

70. 그들에 대하여 슬퍼하지 말 
고 그들의 음모에 대하여 괴로워 
하지도 말라 

71. 그때 그들이 말하리라 너희 
가1> 진실한 자들이라면 언제 이 
약속이 도래하느뇨 

72. 일러가로되 너희가 서둘러 
구하는 것의 일부가 너희에게 도 
래했는지도 모를 일이라 

73. 실로 그대의 주님은 인간을 
위한 은혜로 충만하시나 그들 다 
수는 감사할 줄 모르더라 

74. 그대의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감추는 것과 나타내는 것 
도 아시고 계시거늘 

75. 하늘과 땅 위에 숨겨진 것이 
없으되 그것은 분명히 성서에 기 
록되어 있노라 

우三玉 0?정왓d 在家之“!; 농내 
© (S때次해 

혜 t與년 抄水◎策화3冗 

松상，& 接^^山版‘紀 
©asmm 

t炎—少 
헤各公후 以ᄂ 

© ij：多》往 (多S51?;흙公5호5J 

<少슉장6；心多드 0^ 

砂; u細多以썼해藏 
©빼奴與f 

©6今與 

71-1) 무함마드와 믿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절로 풀이된다. 

회賊授國■按■函^^雜逆^^因«邊^，^■活^^^최雜^■澤^，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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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실로 이 꾸란은 의견을 달리 
하고 있는 대다수 이스라엘 자손 
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으며 

77. 실로 이것은 믿는 자들을 위 
한 길이요 은혜라 

78. 실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분의 명령으로써 판결하시니 그분 
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79. 하나님께 의지하라 그대가 
바로 분명한 진리의 길위에 있노 
라 

80. 그대는 죽은자로 하여금 듣 
게 할 수 없으며 귀머거리로 하여 
금 부름을 듣게 할 수 없나니 이 
들은 바로 진리를 외면하는 자들 
이라 

81. 그대는 그들의 죄악으로 장 
님이 된 그들을 위한 안내자도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을 믿는 무 
슬림 외에는 이무도 듣게 할 수 
없노라 

82. 그들 위에1> 말씀이 이행될 
때 대지로부터 야수를 끌어내어 
그 짐승으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던 그들을 저주하게 
하리라 

83. 그날 하나님은 모든 백성으 
로부터 그분의 말씀을 부정한 자 
들을 모이게 하니 그들은 줄을 서 
게 되리라 

여及:起 故•낸 
® 이^ 쇼고今St 

©心했녀…微 

;요;V多‘;※公속 호국 ^、드八 
©^313^31 

@ (^-^3\뒤、^3^=^ 

\S)次文시다，g 와^^짓碑 

©부與 

1句^^之 

빠多여，成次^夕:沙 
©i]起보닛 

과뼈고넜뼈; 

82-1) 의견을 달리했던 이스라엘 자손들 및 아랍 백성 가운데의 불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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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그들이 심판대 위에 오를 때 
그분께서 말씀하시리니 너희는 알 
지도 못하면서 나의 말을 부정했 
느뇨 아니면 알고 있었느뇨 

85. 죄지은 그들 위에 판결이 있 
을 것이라 그때 그들은 말문을 열 
지 못하리라 

86. 밤을두어 그들로 하여금 휴 
식을 취하게 하고 낮을 두어 빛이 
있게 하였음을 그들은 알지 못하 
느뇨 실로 그 안에는 믿는 백성들 
을 위한 예중이 있노라 

87. 나팔이” 울리는 그날을 상기 
시킬지니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 
든 것들이 공포에 휩싸이게 되리 
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두셨던 
자들은 제외되나니 그들 모두는 
겸손하게 그분에게 오느니라 

88. 그대가 산들을 보매 견고하 
다고 생각하나 그것은 구름이 지 
나가듯 사라지거늘 그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라 실로 그분은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노라 

89. 선을 행한 자는1> 누구든 그 
것으로 보상을 받으며2> 그날의 공 
포로부터 안전하되 

90. 악을 저지른 자는1> 누구든 

災겠V 次해0秘切必그 

© 6多段期 心ᄋ과將峰5 

벼 쇼%取 

©최 接砂; 

炎的f디방회 o 域必 
逆代용고I鄭강과 

©생ᄂ注다法든 

넜 g必物衣，p 
©도立사상?多 

87-1) 세 차례의 나팔이 울리는데 그 첫번재 나팔은 죄인들을 놀라게 하는 공포의 나팔이요^ 두번 
째 나팔은 천둥과 광음의 나팔이며, 세번째 나팔은 만유의 주님께로 부활하는 나팔이라 풀 
이되고 있다(Muhammad Al-Mualim, op. cit, p.433). 

粉-1》선을 행하는 자란 믿음 곧 라 일라하 일랄라(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아니하다》 
를 믿고 선올 실천하는 자 

2) 현세에서는 물론 내세에서도 천국의 보상을 받으며 

90-1) 유일신 사상을 부정하는 불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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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얼굴이 불속에 머물게 되 
나니 너회가 저지른 것 외에 보상 
을 받는다 생각하느뇨 

91. 나는1> 이 도시를2> 성역으로 
하여 주신 주님만을 경배하라 명 
령받았으니 모든 것은 그분의 권 
능 안에 있노라 또한 나는 하나님 
께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명령을 
받았노라 

92. 꾸란을 낭송하도록 명령 받 
았으니 옳은 길을 가는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가는 자이며 방황하 
는 자가 있다면 일러가로되 내가 
바로 그들을 위한 경고자*라 

93. 일러가로되 하나님께 감사하 
라 그분은 너희에게 예중을 보여 
주시리니 곧 너희가 알게 되리라 
주님께서는 너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모르는 분이 아니노라 

災滿구與潮 必起雄版句改 
®《피 I 

◎복與나돼‘■하획; 
與5호“ 

起激명必其 

91-1) 무함마드 
2) 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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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장 까싸스 

메카에서 계시된 期절로 신의 유일성(타우히드)，메세지(리쌀라) 및 

부4K바흐쓰》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본 장의 계시목적 및 지침은『나 
을j 및 f슈아라」장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계시된 시기는 메카 후기에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헤즈라)하기 전에 계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장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파라오는 오만하고 거만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악하기 그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약한 자를 강 

하게 하는데 있었다. 모세는 그의 유년기부터 그가 해야 할 임무를 준 

비하게 되었으며 청년기에 들어서는 주님께 의존하여 인도를 받게 되 
었고 그가 추방당할 때는 도움과 사랑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였다(1 절~42절). 

선지자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적 성장을 하게 되었고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말씀은 그 이전에 계시된 말씀에 의하여 확증되 

었다<43절〜60절). 

내세는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며 선을 실천하는 이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은혜와 진리는 항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61 절〜75절). 

그러나 인간은 마치 切처럼 그가 가진 현세의 물질적 재물로 

자만하고 있다가 비참한 종말에 이르게 되며，한편 항상 겸손하고 진 

리의 편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대76절〜期절乂 

본 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탄생에서부터 메세지를 받을 때까지의 

여러 이야기를 언급하고 또한 여러가지 신기한 사건들의 애기가 다루 

어지고 있어 “끼싸스(이야기들)”장이라 불리워지게 된 것으로 풀이된 

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1권 op. dt,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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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우시고 자에^우신 
하나님이^으로 

1. 똬씬 밈1> 

2. 이것은 사실을 밝혀주는 성서 
의 i> 말씀으로 

3. 하나님이 모세와 파라오에 관 
한 이야기를 진리로 그대에게 전 
하니1> 이는 믿는 백성올 위한 교 
훈이라 

4. 파라오는 그의 땅 위에서1> 오 
만하였고 그의 백성을 여러 무리 
로 나누어 그 가운데 한 무리를2》 
억압하였으니 남아들을 살해하고 
여아들만 살라 놓았으매3》실로 그 
는 사악한자 가운데 하나였노라 

5. 하나님은 그 땅에서 학대받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에》그들을 
신앙의 지도자가‘ 되게하고 또 그 
들을 후계자로 하고자 하였으매 

■，5，p ‘■■… 
;호巧舊!萬riT'': : lT 쁑:立온히 

◦소e身 I 切巧 

■별_ 
프 운—! 균등1IpSᄑn*s； 표in" 

必화 

는 

必 疏必與 

꽤;i 延^次; 타'우我 
©5^1。빼체 

。在S 난 \yA^lh^\ (도^S\(노多^ cJ 
忘 故，;^적고比必， 

1- 1) 꾸란 기적 중의 하나 

2- 1) 꾸란 

3- 1)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4- 1) 애굽 
2) 이스라엘의 지손 
3) 파라오는 어느1^: 그의 꿈속에서 커다란 빛이 예루살렘으로 부터 애굽 땅으로 와 이스라엘 
자손을 제외한 꼽트 백성올 불태워 버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하여 파라오는 점장이에게 해몽 
을 명하니 점장이들이 말하길，“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남아가 태어나니 그가 당신의 왕 
권을 빼앗고 당신을 멸망시킬 꿈입니다”라고 했다. 이로 인해서 그때부터 태어난 남자아이는 
살해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여아는 그대로 살려두게 한•것은 그에게 봉사하고 그를 즐겁 
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5- 1)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올 완전히 섬멸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올 보호하여 신 
앙의 지도자가 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파라오가 군림하는 그 땅올 상속케 하고자 했다. 그 
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대지로 인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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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땅에세》그들에게2> 권능을 
부여하여 파라오와 하만과3ᅭ 그들 
의 군대로 하여금 그들이 경고받 
았던 것을 지켜보도록 하였노라 

7. 하나님은 모세의 어미에게 계 
시하여 그에게 젖을 먹이도록 하 
고 만일 그의 신변에 두려움을 느 
낄때는 그를 강물로 던지되1》두려 
워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 그 
분은 그를 너에게로 돌려 줄 것이 
며 그를 선지자 가운데 하나로 만 
들 것이라 

8. 파라오의 가문에서 그를 주어 
양육하였으매 이는 그들에게 적이 
되었고 그들에게 슬픔의 원인이 
되었으니 파라오와 하만과 그들의 
군대가 죄지은 백성들이었기 때문 
이라 

9. 파라오의 아내는 말하였더라 
이 아이는 나와 당신을 위한 기둥 
이니 이 아이를 살해하지 마소서 
그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 
다 아니면 그를 우리의 아들로 할 
수도 있올 것입니다n 이렇듯 그들 
은 그로 인하여 그들에게 무엇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더라 

10. 모세의 어머니는 마음속에 
모세에 대한 생각밖엔 없었으니 

5定》;구技; 必i名K法; c多效Id;삶 (I多5; 

©빼«씨 

0(^逆따상;과리 

해 a 在逆져犯; 
•꽤뇬均!^ 

©述炎效應 

炎상양少災多石此 

6- 1) 애굽과 샴 지역 
2) 이스라엘 자손 
3) 파라오 왕의 대신으로 구약성서 에스더스 3장 1절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7- 1) 파라오는 애굽의 모든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태어난 모든 남아는 살해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모세는 구제되어 그의 어머니가 그녀의 가슴에 안고서 모세에게 젖음 빨 
렸다. 그러나 모세가 발견될 위험에 이르렀을 때 어머니는 모세를 상자 안에 넣어 나일남 물 
에 띄워 보냈다. 그 상자는 왕궁 옆올 지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발견된 후 하나님의 선지자 
가 될 때까지 보호를 받았다. 

9-1) 아내의 말에 파라오가 대답하길，“당신에게는 은혜가 되겠으나 나에게는 도움이 되거나 기쁨 
의 대상이 아니요”라고 하였다{알따브리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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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그녀로 하여금 믿는자 

가운데 있도록 그녀의 마음을 강 
하게 하지 아니했다면 그녀는 그 
의 일을1> 드러냈으리라 

11. 그녀는1> 그의 누이에게 일러 
그를2> 따르라 하니 그녀는3} 그를4》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더라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하였노라 

災士於九소义以作公i 고版 

12.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유모 
의 젖을 빨지 않도록 하였으니 그 
때 그의 누이가 나타나 말하길1> 

당신들을 위해 이 아이를 양육할 
한 가문을 소개할까요 그들은 성 
실히 그를 돌볼 것입니다 

외산ᅪ고幻쇼少^^# 

13.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를 그 
의 어머니에게로 돌려보내니 그녀 
의 눈은 기쁨으로 가득차고 그녀 
는 슬퍼하지도 아니 하였으며 하 
나님의 약속이 진리임을 알게 되 
었더라 그러나 대다수는 알지 못 
하였노라 

© 빼※如빼 

14. 그가 성장하여1> 성년이 되었 
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총명함과 
지혜를 주었나니 이렇듯 선을 실 
천하는 이들에게 보상하노라 

a 必:?此i 松⑶⑫G 沒雜斑 

10- 1) 어머니가 모세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해하고 초조해 하였다면 이스라엘의 자손 모세가 파라 
오에게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살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신앙으로 침착 
하였^• 

11- D 모세의 어머니 
2) 모세 
3) 모세의 누이 
4) 모세 

12- 1) 궁궐 안에 있는 어떤 유모의 젖도 빨지 아니하자 궁전 밖에서 유모를 찾던 중 모세의 누이 
를 보았다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14-1) 이때 모세의 나이 40세로 풀이되고 있다(Muhammad Al-Mualim, op. cit, p.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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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그는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 
| 지 않는 사이에1> 그 도시에2〉들어 
1 가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을 보았으 
E； 니 한 사람은 그의 편이었고3) 다 
I 른 한 사람은 적이었더라4> 그때 
| 그의 편이었던 사람이 그에게 구 
1 원을 요청하니 모세는 그의 주먹 
1 으로 때려 죽게하고 말하였더라 

이는 사탄의 유혹 때문이었으니5》 
i 실로 그는 유혹하는 적이라 

裝々明 빠스)與必ᄋ% 
技고士此 f요占 av藏흙:; 
^ 知셨※@(노쇼々■光 
»應此^效최义 勞 

® 쇼究낳炎‘4 

16. 그는 기도하였으니 주여 실 
1 로 제가 제 스스로를 욕되게 하였 
1 나이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세> 
| 그분은 그를 보호하였으니 실로 
1 그분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 

1 라 

，최^，채 i 

j 

! 17. 그는 말하였더라 주여 당신 
1 께서 저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 
{ 로 저는 사악한 자 편에 결코 있 ! 지 않겠나이다 

©(知效 j 

j 18. 모세는 그 도시 안에세》두 
f 려움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노라니 
보라 어제 그의 도움을 청하던 그 

1 가 또 그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지 
아니한가 모세가 그에게 실로 너 

3 는 싸우기를 좋아하는 자라 

(의5、、속 44^? 다나우j。그유며往 | 

© <3^45么乂은첫노 S 

19. 그래서 그가 둘에게의1> 적이 

| 15-1) 사람들이 쉬는 오침시간 1 1 2) 애굽의 만파 도시 (Muhammad Al-Mualim, (환 cit, p.435). 

i 3)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과 그의 무리 _ 1 4) 파라오의 편으로 꼽띠의 한 사람과 그의 무리 f 
I 5) 모세는 파라오의 편인 꼽띠 중의 한사람을 살해하려 하지 아니했으나 모세의 주먹에 맞아 
| 죽게 되었다. 그래서 모세는 그가 때려서 죽게 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 j 
j 다(알꾸르뚜비 261/13). 4 
I 16-1) 사탄의 유혹에 의한 실수로 인하여 사람을 살해하였으니 적의 실수에 대하여 용서하여 주 5 
I 읍소서. 공 

1 18-1) 실수로 꼽트인을 살해했던 그 도시 

1 19-1) 모세와 그의 편이었던 이스라엘 자손 중의 한사람 

1、丄뇨사세 3„ 내..아. 야라,- .厂.시〜 ..ᄂr ★가예-....^ -，^ 못_E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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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그를2》붙잠으려 하였을 때 그 
7>3) 말했더라 모세여 어제 한 사람 
을 죽였던 것처럼 나를 죽이려 하 
느뇨 당신은 지상에서 폭군이 되려 
하는 것 외에는 선을 행하는 자 가 
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느뇨 

20. 이때 그 도시로부터 어느 한 
남자가u 달려와 말하길 모세여 족 
장들이 당신을 살해하려 공모하고 
있나니 곧 띠나시요 실로 나는 당 
신께 진실로 충고하나이다 

21. 그는1ᅭ 두려움으로 주위를 살 
피며 그곳으로부터 나가며 말하였 
더라 주여 이 사악한 백성들로부 
터 저를 구하여 주소서 

22. 그가 마드얀 땅을1> 향하여 
가며 기원하길 주께서 평탄하고 
옳은 길로 저를 인도하여 주소서 

23. 그가 마드얀의 우물가에 이 
르렀을 때 가축에게 물을 먹이고 
있는 목동들과 그들 외에도 가축 
들을 지키고 있는 두 여인을 발견 
하고 무슨 일이뇨1> 라고 물으니 
그들이 말하길 우리는 목동들이 
그들의 양들을 우물로부터 데리고 
갈 때까지 물을 먹일 수가 없습니 
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는 대단 
히 연로하셨습니다2ᅩ 하였더라 

신신방고^이챦端沒^ 

© 회노성라깃 

6好으^^ 端必條收沒 技 

©述냐^ 

©(•과 

其廣^，o납；免齡제 
承^ 

U知 I《ᄂ 免5四5 

0^ 닛;法；용미우;久!시各;;i 巧다 
뺐。낳V삶안여賊? 雄致U 

2) 또 다른 꼽트인 
3) 적이 

20- 1) 파라오의 백성 중에 믿음을 가졌던 한 사람으로 이 시기에는 이미 왕궁으로부터 모세에게 
사형이 내려져 모세를 불러들일 시기로 풀이된다. 

21- 1) 모세 

22- 1) 마드얀은 슈아이브의 도시로 애굽으로부터 그 당시 8일쯤 걸려서 도착되는 거리로 모세는 
그쪽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였으나 천사가 내려와 그를 그쪽으로 인도하였다고 해설가들 
은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1권 印. cit, p.33). 

23- 1)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지 않는 이유를 묻고 있다. 
2) 아버지가 연로하여 양들을 먹일 수가 없어 우리가 양들을 먹이고 있으나 약한 여성들이기 

됐료__드떻;我巧향?致탄삐接려»安李―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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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그래서 그는 두 여인을 위하 
여 양에게 물을 먹여주고 나무그 

1 늘 아래 앉아1> 말했더라 주여 당 
1 신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 

혜가 절실히 필요하나이다 

고獨/고與送邊닌0逆妙 於 
接와松 

25. 그때 두 여인 중의 한 여인 
이 수줍어하며 모세에게로 다가와 
말하길 저의 아버지께서 당신을 

! 초대하여 저희를 위하여 양에게 물 
: 을 먹여준 은혜에 보답하려 하옵니 

다 그래서 그는 그 여성의 아버지 
에게로 가 이야기를n 하였더니 그 
여성의 아버지가 말하였더라 두려 
워하지 마시요 당신은 사악한 백 

1 성들로부터 구제되었습니다 

그☆수U各 보]욧차 
延節 민의多 U身典 

26. 두 여인 중 한 여인이 말하 
길 아버지 그를 고용하소세> 그는 
아버지께서 고용하고자 한 가장 
훌륭한 자 중에 한 사람으로 힘이 
세고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1 要ifi 

| 27. 아버지가 말했더라 내가 내 
j 두 딸 중의 한 딸을 당신께 나를 
； 위해 팔년간 봉사■할 조건으로 당 
f 신에게 결혼시키고자■ 함이라 당신 

이 십년을 채우는 것은 당신의 자 
유이며 내가 당신에게 어려운 일 
을 부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 

1 나님이 원하신다면 당신은 내가 
선을 행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임 
을 알게 될 것입니다 

1 

i滿身與냐과화切切敢保 
정女々難라향，雜技與 
技德 au※부혀^域 

때문에 강한 남성들과 경쟁하여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가 없으며 또한 남성들과 같이 하기 
； 를 원하지 않습니다. 

! 24-1) 모세가 애굽에서 예언자 슈아이브의 땅 마드얀으로 7일을 걸려 오는 동안에 땅에서 나는 
J 마늘 외에는 무것도 먹지를 못해 마드얀에 도착했을 때는 피곤하고 지쳐 나무 그늘에 앉 1 
1 아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구원의 기원을 하는 상태로 본다고「다하크」는 풀이하고 있다(알 
J 라지 240/24). 

! 我-1》애굽으로부터 이곳으로 피하여 온 이유를 이야기 한 것으로 본다; 즉，파라오와 그의 백성 
꼽트인들과 모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 한 것으로 풀이된다 
(Muhammad Al-Mualim, op. cit, p.437). 1 

26-1) 저희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는 사람으로 고용하소서. 

ᅳ.ᄂ.‘…—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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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모세가 대답하였더라 이것은 
저와 당신 사이의 약속으로 두가 
지 조건 중의1》하나를 수행해도 
저에게는 무런 죄가 되지 않습 
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말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29. 모세가 그 기간을 채우고1모 
그의 가족과2} 함께 여행을3> 하던 
중에 뚜르산 방향에서 불을 발견 
하고 그의 가족에게4> 말하길 멈추 
시요 내가 불을 보았나니 내가 그 
곳으로부터 너희에게 소식을 가져 
오리라 아니면 불덩이를 가져와 
당신이 따뜻함올 느끼게 하리라 

30. 모세가 그곳에1> 이르렀을 때 
축복받은 나무가 있는 그 계곡의 
오른편으로부터 소리가 들려 왔으 
니 모세야 실로 내가 만유의 주이 
신 하나님이라 

31. 너의 지광이를 던져보라 하 
는 소리가 들렸더라 그때 그것이 
마치 뱀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았 
으매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니 모 
세야 앞으로 나오라 그리고 두려 
워 하지 말라 실로 너는 믿는자 
중에 있노라 

32. 네 손을 주머니에 넣은 후 
빼어보라 얼룩 한 점 없는 새하얀 
손이 되어 나오리라 네 손을 너에 

4 5法，다外，F 

接‘노，病版授kf久々成 
換雜射쑈■※쉐滿爲與 
© 회최 路니次 

대 난⑶明안내賊 
(뇨5과么상빠社우;호꾀| 셌々Spi 

1逆^多와^戰父* 
©&必^와 

部。必로雜接切빠휀U쌍I 

我-1) 결혼하여 8년을 봉사하든지 10년을 채우든지 하는 두가지 조건으로 

29- 1) 8년의 기간을 마친 다음 2년을 더하여 10년을 채운 것으로 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 
2) 모세의 아내를 가르킴 
3)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가던 길이었다. 
4) 아내에게 

30- 1) 모세가 불을 발견한 그곳에 왔을 때 불은 발견하지 못하고 빛만을 발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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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가까이 하여n 무서움을 제지하 
S 라 이것이 너의 주님께서 파라오 
1 와 그의 족장들에게 보여준 두개 

의 예증이니2> 실로 그들은 사악한 
1 자들이라 

©» 妙炎해일版路와 

33. 모세가 말하길 주여 제가 그 
j 들중의 한명을1> 살해하였나이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저를 살해할 
■: 까 두렵나이다 

® 뼈化成匕^폐^ : 

34. 저의 형제 아론은 저보다 웅 
t 변에 능숙합니다 그러므로 그를 
1 저의 원조자로써 저와 함께 보내 

어 주소서 그가 저의 진실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겠습니다 실로,저 
는 그들이 저를 위선자라고 비난 
하지 아니할까 두렵나이다 

◎仏4裝외雄述松나 : 

©必與갰교物移與 | 

I 35. 하나님께서 응답하시• 우리가 
너의 팔을 튼튼하게 하리라 또한 

> 우리는 형제를 통하여 너희 둘을 
권능케 하리니 그들이 너희를 대 

j 적하지 못하리라 우리의 예증으로 
써 너희 두 형제와 너희를 따르는 
자가 승리할 것이라 

03公^ᄍ되ᅩᄄ0治 i 

必接斤때接==攻必ymsi : 

@례匕交分 ; 

36. 모세가 하나님의 예증을1ᄉ 가 
| 지고 그들에게2〉이르렀을 때 그들 

이 말하길 이것은 위조된 마술에 
불과하도다 우리는 결코 우리 조 
상들로부터 그것에 관해 들어본 
적이 없도다 하니 

多^匕必남ᅰ'^； 
©■빼^: 

| 器—1) “그대의 날개를 가까이 하여 두려움으로부터 멀리하라”가 원래의 언어적인 뜻으로 새가 어 
떤 일로 두려움을 느꼈을 때 날개를 펴 날아갈 태세를 하다가 두려움을 느끼지 아니할 때 
면 날개를 접어 평안과 안정을 찾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 2) 지팡이의 기적과 손의 기적 I 
1 33-1) 파라오 백성의 한 꼽트인. 

h 36-1) 모세의 지팡이와 손의 기적 
2) 파라오와 그의 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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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모세가 말했더라 하나님으로 
부터 누가 복음을 가져 왔으며 내 
세의 은혜가 누구의 것인지 나의 
주님께서는 아심으로 충만하시니 
실로 죄지은 자들은 번성하지 못 
하리라 

38. 파라오가 말하길 족장들이여 
나 외에는 너희를 위한 어떤 신도 
내가 아는바 없나니 하만아 진흙 
으로 벽돌을 구어1> 내가 모세의 
신을 볼 수 있도록 높은 궁전을 
짓도록 하라 실로 나는2》그가31 거 
짓말 하는자라 생각하니라 

39. 파라오와 그의 족장들과 군 
대는 그 땅에서 거만하고 오만하 
여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귀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더라1ᅩ 

40. 하나님이 그와 그의 군대를 
바다속에 익사케 하였으니 죄지은 
자들의 말로가 어떠한가를 보라 

41.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지 
옥에 이르는 인솔자가 되게 하였 
으니 부활의 날 그들은 어떤 도움 
도 받지 못하리라 

今“혹仏》죄交낮；2 
公典'效^建니占兵드 

以라成에雜 i我終 
仏及公^^必 

⑶敗^此改淨段S 

© (1各之상分I心 

⑶多3따>人在少立않우;多 

교多납씼나아父的炎; 以淡 
© (瓦!화성태 

넜i대해 고必이 타次巧 
® 소53양9 

42.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현 
세에서 저주를 받게 하였으니 심 
판의 날 그들은 경멸받는 자 가운 
데 있으리라 

® 은各례쓩公^ 

38- 1) 하만이 최초로 진흙을 사용하여 벽돌을 만든 사람이라 전하여지고 있다 
(Muhammad Al-Mualim, op. cit, p.439). 

2) 파라오 
3) 모세 

39- 1) 심판이나 부활하지 아니하므로 계산이나 보상도 없다고 생각했도다. 

■■■■隱■■■，빼，田藏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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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被 

43. 하나님이 전세대들을1> 멸망 
케 한 후 모세에게 성서를 주었나 
니 이로하여 백성들에게 빛이 되고 

길이되며 교훈을 받고자 하는 이들 
에게2> 은혜가 되도록 하였노라 

44.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를 
내릴 때 그대는 서산에1》있지 아 
니하였으며 또한 증인 가운데 있 
지도 아니하였노라2》 

45. 하나님은 여러 세대를 일으 
키어 오랜 세월을 두니 말씀을 망 
각하였더라1》그대가 마드얀의 백 
성 가운데 거주하지 아니 했으나 
그대에게 계시하나니 하나님 말을 
그들에게 낭송하라 그대를 선지자 
로 하여 말씀을 보낸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 

예 t，이노 

셔죄셔 (해，6;썬1 

明-成松와 終!，秘施，i; 
故鄕행聲！與效고 (公m 

노—요分 
좌※ 셌《神■技와與 

©교«호次여 

46.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그대는 뚜르산 중턱에 있지 아니 
하였으며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알 
지 못했으나1》주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나니 이로 하여 그 
대가 너회 이전에 예언자가 오지 
아니한 백성에게2> 경고하여 그들 
이 교훈을 얻도륵 함이라 

선-1) 노아，아드，사무드，롯 둥 모세 이전의 예언자들을 불신했던 백성들 
2) 이스라엘 자손 

44- 1)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전하던 장소로 뚜와 계곡의 서편을 가르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 그러나 그대 무함마드에게 그것을 계시하니 이는 그대가 확신할 수 있는 중거가 되도록 함 
이라. 

45- 1) 모세 이후 여러 세대를 일으켜 그들로 하여금 오랜 세월을 두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율법올 망각하고 그 율법을 변조하거나 위조하기 시작하였 
다. 그로 인하여 창조주께서 무함마드를 최후의 선지자로 선택하시어 최후의 말씀율 계시 
하게 되었다. 

46- 1) “모세에 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무함마드 그대가 그곳에 있지 아니하여 그 소식에 대하 
여 알지 못하였고 그대 이전의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였지만 내(하나님)가 그대에 
게 그 이야기를 계시하나니 이로 하여 그대 이전 예언자들이 오지 아니七던 백성들에게 경 
고하라”는 내용이다. 

2) 예수와 무함마드 선지자 사이는 약 600년 간으로 이 기간에 살았던 백성들로 해설가들은 풀 
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u권 op. cit，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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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만일 하나님이 그대를 선지 
자로 보내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1 그들 스스로가 저지른 행위로 인 
하여 어떤 재앙이 닥쳤을 때 그들 
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리라 주 
여 당신께서는 어이하여 저회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나이까 우 
리는 당신의 말씀을 따라 믿는 자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兵ᄃ多^許^복 J 

網與版;다避，難換 ᄂ 

\ 48.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1> 
진리가2》이르렀을 때 그들이 말하 
길 모세에게 주어졌던 것들이3$ 왜 
그대에게는 주어지지 아니했느뇨 
라고 말하나 보라 그들은박 모세에 

j 게 주어진 것을 믿었던가 또 그들 
1 이 말하길 두 마술사가 서로가 서 

로를 후원하고 있나니5) 우리는 모 
유 두를 부정하노라 하더라 

a卵성所“。혀必향또 
旧간，소학成谷보切 t戶次5夕 ^ 

및할必麻必니與%士 
與 

49. 그들에게 일러가로되 이 두 
| 권의1> 성서보다 더 나은 다른 복 

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오라 너 
회가 진실이라면 내가*2》그것을 따 

르리라 

，、，，一 \ 9iLptf9 i 

@ ⑶써文九i :; 

50. 그들이1》그대에게 대답할 수 
없다면 그들은 단지 저속한 욕망 
을 따랐을 뿐이니 하나님의 복음 
이 아닌 저속한 욕망을 따른 자 
보다 더 방황한자 누구이뇨 실로 

: 하나님은 죄지은 백성들을 인도하 
시지 않노라 

多_ (I드 나고표以⑯슈^^ 

：; 47-1) 꾸레이쉬족의 불신자들 

48-1) 꾸레이쉬족 불신자들 
2)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꾸란 ! 
3) 모세의 지광이와 손의 기적 
4) 꾸레이쉬족의 불신자들 
5) 구약성서와 꾸란은 마술사들에 의하여 꾸며진 것으로 구약 및 꾸란의 마술사가 서로의 진 

P 리를 입증하고 있올 뿐이라고 불신자들이 불신하고 있는 상태이다. 

1 49-1) 구약성서와 꾸란 
: 2) 무함마드 

| 50-1) 불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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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하나님은 그들에게1〉말씀을2》 
전했나니 이로 인하여 그들이 교 
훈을 얻도록 함이라 

52.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성서 
를 받은 이들은” 그것을2ᅵ 믿고 있 
나니 

53. 그것이1> 그들에게 계시될 때 
그들은 저희는 그것을 믿나이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이나 
니 저희는 이전에도 무슬림 이었 
습니다 라고 말하더라 

54. 그들은 두배의1》보상을 받으 
리니 이는 그들이 인내2》하였고 악 
을 선으로 이겨냈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양식을 자선으로 베 
풀었기 때문이라 

55. 그들이1 

때에는 등을 
우리의 일이 
회의 할 일이 
화가 있기를 
지한 자들을 
말하더라 

' 공허한 말을 들을 
돌리며 우리에게는 
있고 너희에게는 너 
있나니 당신들께 평 
바랍니다 우리는 무 
원치 않습니다 라고 

56. 그대는 그대가 사랑하는 자 

©Gf延회 0및I쌨故;교 

© ※호^.。예;潮西3( 

뺐_)占허賊初潮與 與後棟 
©成귀fe 

빠그빠典셨교邊a抄 

변여效)與; 災必하 \^\% 

51-1) 꾸레이쉬족의 불신자들 및 유대인들 
2) 그들 이전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理-1) 꾸란이 무함마드에게 계시되기 전 모세에게 계시된 구약성서와 예수에게 계시된 신약이 계 
시된 후 이 두 성서를 진실로 믿었던 이들 

2) 꾸란이 무함마드에게 계시될 것이라는 것 

53- 1) 꾸란 

54- 1) 그들의 성서 즉 구약과 신약의 믿음에 대한 보상과 꾸란을 믿는 것에 대한 보상 
2) 그들은 불신자들의 모욕과 조롱 및 조소에도 불구하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인내하였다. 

技-1) 구약과 신약을 거짓없이 믿었던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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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1》인도하지 못하나 하나님은 그 
분이 원하시는 자를 인도하시니 
그분은 인도받을 자들을 아시니라 

57. 그들은1》말하길 우리가 그대 
와 함께 복음을 따른다면 우리는 
우리의 땅에서 붙잡혀 가니라 말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안전한 성역을 마련하여 그곳에 
우리의 양식인 모든 종류의 과일 
을 주지 아니했더뇨 그들 대다수 
가 알지 못하더라 

58. 하나님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많은 세대를 멸망케 했으니 이제 
그들이 살았던 그들의 주거지는 
황폐되고 초라한 것 뿐이며 또한 
우리가 상속하였노라 

59. 주님께서 도읍을 멸망케 하 
실 때는 그 도읍에 선지자를 보내 
어 그들에게 나의 말씀을 낭송케 
한 이후로 하나님이 그 도읍을 멸 
망케 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 

eo. 너희에게 주어진 물질은 현 
세의 일시적 향락과 허식에 불과 
하되 하나님께 있는 것은 선이요 
영원한 것임을 너희는 알지 못하 
느뇨 

61. 하나님으로부터 아를다운 약 
속을 받아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 
자와1> 하나님이 베푼 현세의 향락 

©꽤벼以技^ 

t“逆占요4必⑷低:※系2;必 

화 ■좌핑화■爲 
©我^於방必 

I■化%※•路^“ 
® 心# 

匕귀많W梅聲以技收 
^ ©a빼松t終如一 

f策획炎생혀그: 
® 쇼피폐版 多■빼 

班-1) 무함마드를 사랑하고 길러주었으며 메카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이 무함마드에 게 대항하여 
올 때면 그를 보호하여 주었던 그의 삼춘「아부 딸림」이 임종할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 그 
래서 무함마드는「아부 딸립j을 이슬람으로 귀의시키려 하였으나 ᅲ아부 딸림」이 거절하자 
이 절이 계시된 것으로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126/7). 

57-1) 꾸레이쉬족의 불신자들 

61-1》천국의 약속을 받은 믿음으로 선올 실천하는 신앙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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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즐기다가 부활의 날에 벌을 
i 받는 자끼 갈을 수 있느뇨3》 

62.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 
러 너희가 주장한 나 외에 대적할 

1 자가0 어디에 있느뇨 물으시매 

雜心滅최沒强^ ᄅ 

©쇼我抄 : 

63. 판결을 받은 그들은 주여 이 
들이1> 저희를 방황케했던 자들로 

"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방황케 했 
j 던 것처럼 저희가 그들을 방황케 
하였나이다 저희가 당신께 밝히나 

! 니 저희는 그들과 관계가 없나이 
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 을 경배하지 아니 했노라 

_珍빼潮，:端S 
賊 ui均！隊^交^肉;;타、 

©6;예 : 

64. 너희 동반자들에게" 구원을 
I 요청하라 불신자에게 말씀이 있어 
1 그들이 우상들을 부르나 우상은 
1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못하니 
그들이 징벌을 목격하고서야 바른 
길을 따를 것을 하고 후회하더라 

섰과효8泰고 
©6; 발⑭;巧7여여此I 

65.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 
러 선지자들에게 무어라고 대답했 
느뇨 라고 물으시매 

©젊재향說⑷서與；쐈 

66. 그때의 모든 이야기가 몽롱 
하여지니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묻지도 못하더라n 

® ᄋ보;1[과 公；》“Q 氏^士소“S 

y 一-- I 
2) 불지옥에 들어갈 불신자들 | 
3) 전자와 후자를 비유하여「함자 빈 압둘 무딸립」，r알리 빈 아비 딸립』，그리고「아부 자홀」 

j 로 전하여 지고 있다(Muhammad AI-Mualim, op. cit, p.443). 

5 62-1) 너희 불신자들이 숭배한 우상들. 

63-1) 사탄들 

64-1) 현세에서 너희 불신자들이 숭배하여 왔던 우상들에게 

效-1) 혼돈과 실망으로 불신자들의 마음이 몽롱하여 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을 거역했던 지나간 그들의 과거가 믿어지지가 아니하는 듯 싶고 하나님의 심관 앞에 선 s 
그돌의 현재가 이해하기 어렵게 됨으로 그들은 당황하고 정신이 흐려져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그리고 무엇올 대답하여야 할지 서로가 서로에게 의논하는 것 조차도 할 수 없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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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그러나 회개하고 믿음을 가 
지며 선을 행하는 자는 번성하는 
자 중에 있게 되리라 

期. 주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 ^ 
라 창조하시고 선택하시나니 선택 ‘ 
하는 것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 
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은 그들이 
비유하는 모든 것 위에 계시니라 

69. 주님께서는 그들이1> 마음에 
숨기고 있는 것과 드러내고 있는 
것도 아시니라 

70.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 

그분 외에는 신이 없나니 현세와 ) 

내세에서의 모든 영광이 그분의 
것이라 심판하심도 그분이시니 너 
회는 그분에게로 돌아가니라 

71. 일러가로되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위에 밤을 심판의 날까지 " ” 
지속시켰다면 하나님 외에 어느 ©6^ 
신이 너희에게 빛을 줄 수 있겠느 
뇨 너희들은 듣고 있지 않느뇨 

72. 일러가로되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위에 심판의 그날까지 낮 " ,, 
을 지속시켰다면 하나님 외에 어 起 
느 신이 너희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밤을 가져다 주겠느뇨 너희 
는 보고 있지 않느뇨 

73.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 

분은 밤과 낮이 있도록 하셨으니 '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휴식을 취 
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잉여 
을 구하며1》하나님에게 감사하도 
록 함이라 

松-1) 불신자 

73-1) 일을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낮을 두었으며 

;，擔여與 벼행9휴與i從 

從起此必피炎 
© ᄋ多仏多쏭'幻; 

;해父;雄應도此分石必 
©띠射心典^■채， 

屈 제炎公山〔一必免깄쑈 
免。향必度:此勝略典과 

고비3T 

쇼 鄕轉故5 

©《녀화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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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 
러 너희가 주장한 나에게 대적할 
자가 어디에 있느뇨 라고 물으시 
리라 

75. 하나님은 각 세대에서 각 증 
인을1> 불러내어 너희의 증거를 제 
시하게 하리니 이때 그들은 진리 
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으며 그 
들이 꾸민 허위는 그들을 곤경에 
버려둔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76. 고라는1> 모세의 백성이었으 
나 그는 그들에게2> 오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물을 주 
고 힘센 남자들의 무리가 짊어질 
수도 없는 보물창고의 열쇠를 주 
었기 때문이라 보라 이때 그의3구 
백성들은 그에게 오만하지 말라 
실로 하나님은 가진 것으로 오만 
한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말하였노라 

77.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준 것으로 내세의 안식처를 구하 
라 그리고 현세에서 너의 몫을 망 
각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을 베푸셨던 것처럼 선을 베풀 
되 땅 위에 해악을 퍼뜨리지 말라 
실로 하나님은 해악을 퍼뜨리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 하시니라 

78. 그가1》대답하길 내가 가진 

빼，빼， 
@(S起었 

© 兵호聲방^多^致^ 

轉I山I대V 觸복 6取씼分收 
© 以쑈년낫拜아강산것화 

在에T ‘도디 i 仏 公회匕公，되; 및이。엿 

© 在^幻必 私 1(!此숏必!냐>匕히 

aai칭接光使ᆻ…양:賊;교 

74- 1) 불신자들 

75- 1) 각 공동체에 보내어진 예언자 

76- 1)「까룬j 은 구약성서 민수기 16장 1절-35절 사이에 나오는「고라」로 그는 모세 삼촌의 아들 
이었다. 한편 고라는 그를 따르는 250여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 대항하였으며 
특히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로써 백성들 앞에서 오만해 하고 거만해 하였다고 Abdullah 

Y. 세는 풀이하고 있다(op. cit, p.1023 Note No.3404). 
2) 모세의 백성들에게 
3) 모세 

78-1) 고라 

^■■■因^，^를■■■!因^^^_jg빼 ■—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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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 말미암아 재물이 내게 주 
어졌도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다 
힘이 강하고 재산이 그보다 더 많 
았던 이전 세대들을 멸망케 한 것 
을 그는 알지 못하였느뇨 죄인들 
은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질문도 
받을 필요가 없노라 

79. 그가 단장을 하고 그의 백성 
들 앞에 나아가니 현세의 삶을 갈 
구하던 자들이 말하길 고라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졌으 
면 실로 그는 위대한 행운의 주인 
공이라 하더라 

80.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 너희가 가없도다 
내세에 있을 하나님의 보상은 믿 
음으로 선을 실천한 자의 것으로 
누구나 얻을 수 없노라 인내하며 
선을 실천하는 자의 것이라 

81. 하나님은 대지로 하여금 그 
와1> 그의 거주지를 삼키도록 하였 
나니 하나님에 대적하여 그를 도 
울 무리도 없었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없었노라 

82. 이때 어제까지 그의 지위를 
부러워 했던 이들이 말하길 하나 
님이 원하사 그분의 종에게 일용 
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거나 감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분은 대지로 하여금 
우리를 삼켜버리도록 하였으리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욘 결코 
번성하지 못하노라 

렉移次細一I。々노최 
© 石;^分;多分호占년兵와고《 

必起此化：澤쑈벼 픽y탄 

과起i 勤的® 
©6i料必앗화緣^ 

© (※多Si‘노6寒、그;혀힛义 

此I 與“义獻)沒⑭終與 
多《행 3뤄옳‘分과‘P교때 
©心難I 따。公힘义녀^以 

81-1) 고라 



(接劍般 
I ■월^隨經强臟폐 g液法從35平pg理때하行:^商« 

83. 하나님은 거만해 하지 아니 
하고 지상에서 해악을 퍼뜨리지 
아니한 이들에게 내세의 안식을 
주리니 축복 받은 종말은 사악함 
을 멀리하는 이들을 위해 있노라 

84. 선을 실천하는 자 그들은 그 
것보다 더 나은 보상을 받게되며 
악을 퍼뜨리는 자 그들이 행한 것 
으로 벌을 받을 것이라 

85. 실로 그대에게 꾸란을 계시 
하신 분이 그대로 하여금 돌아갈 
곳으로u 돌아ᅳ가게 하시리라 일러 
가로되 주님께서는 인도하는 자•가 
누구이며 방황케 하는 자가 누구 
인지를 아시노라 

86. 그 성서가1》그대에게 계시되 
니라 그대는 예기치 아니했으나 
그것은 주님으로부터의 은혜라 그 
터므로 불신자들은 후원하는 자•가 
되지 말라 

87. 말씀이 너희에게 계시된 이 
후 불신자들이 너희로 하여금 하 
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 
려함을 방심하지 말며 사람들을 
너희 주님께로 인도하되 다른 신 
을 섬기는 자 가운데 있지 말라 

88.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분 외에는 신이 없 
나니 그분을 제외한 모든 만물은 
멸망하고 심판하심도 그분이시니 
너희 모두는 그분께로 돌아가니라 

與述公/必敗“參與例故 
©빼，，次!;c敵쇼 

炎향V延P於巡敬ᄃV見^ 
© 與여 W별必은次心接4 

상^ 必 t 양 과고 i 左^ 장 
々느^은戶되友,‘얏 

때■때■故^ u; 

©。士鄭丄雜系與얏起從 

伊終，■必必 ■ 
© 61容^U多幻I 分^^느犯 

裝-1) 무함마드가 꾸라이쉬족의 박해를 받아 메디나로 이주한 후 메카를 정복하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 
한편 r다하크」는 무함마드 예언자께서 메카를 떠나「주흐파」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메카가 
그리워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본 절이 계시된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1권 op. dt, p51). 

改-1) 꾸란 

滿經■■■因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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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에서 계시된 69절로 신앙의 기본원리 즉 유일신 사상과 메세 
지, 부활 및 보상에 관하여 제시하고 유혹과 시험에 관하여 애기하고 

있’으며 현세와 내세에서 신앙인들에게 부여될 커다란 은총과 축복은 

반드시 저들의 믿음에 대한 시험을 거친 다음에야 주어진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신앙은 항상 현세의 생활에서，그리고 실천행동에서 시험을 받고 

있다. 노아의 생애 950년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은 믿음을 거역하였고 

아브라함의 세대는 아브라함을 불태워 위협하였다{제1절〜27절). 

롯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메세지를 거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죄 

인이라고까지 공공연히 공격하여 왔으며 아드와 사무드의 경무 지혜 

는 있었지만 그것을 잘못 이용했으며，고라<까룬)와 파라오와 하만은 

그들의 지나친 거만과 오만으로 멸망되었다往8절ᅳ44절). 

꾸란은 옳고 그름을 구별히는 것을 가르치며 내세의 중요성을 보여 

주고 있대45절ᅳ69절). 

본장은 하나님께서 안카부트(거미)를 비유하여 말씀을 계시하고 있 

어「안카부트」장이라 불리워지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1권 op. dt,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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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 장 

^비로우시고 자애^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알리프 람 멈1》 

2. 우리는 믿나이다 라고만 말하 
면 시험을 받지 아니한다고 사람 
들을 생각하느뇨1》 

3. 하나님은 이미 이전의 사람들 
도 시험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진 
실을 말하는 자와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아시니라 

4. 사악함을 행하는 자들은1ᅮ 그 
들이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있으 
리라 생각하느뇨 실로 그들의 관 
단이 사악함이라 

5. 하나님 영접하기를 회망하는 
자여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도래 
하고 있노라1>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시노라 

6. 믿음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곧 자기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것 
이거늘 하나님은 홀로 충만하사 
세상의 모든 것이 필요치 아니하 
노라 

o스?身 | 切巧-公 

6 상 

典於생與해必刻 J例ᅴ 

物빼;與&그，雜巡 

년계 iV 년 G與쇼, 나)1 
©이裝技b 

옛必的與御物其 6⑵ 
에향必 

敎他“ V冬此與與라狂 
©쇼와 

1- 1) 꾸란 기적중의 하나. 제2장 1절 참조. 

2- D 본 절은 믿음이 약한 백성들에게 계시된 것으로 그 중에는「암마르 이븐 야시르」를 위시하 
여 그밖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다. 메카 꾸레이쉬족의 불신자들이 이슬람을 믿고 따르 
는 이들을 박해하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실천함으로서 입으로만 
믿음이 있는척 하는 위선자들과 구별될 수 있다는 교훈으로 풀이되고 있다(알타스힐 113轉). 

4- 1) 창조주를 부정하는 불신자들 

5- 1)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을 위한 위안으로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 

6- 1) 신앙생활을 지키는 과정에서 유혹을 멀리하고 욕망을 자제하는 것은 



9-1)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8-1) 부모 

12. 불신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 
들에게 우리의 길을 따르라 우리 

松“: 以벼교선Ji科도하:版 

7.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 
를 위해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 
를 사하여 줄 것이며 그들이 행한 
가장 훌륭한 행위에 따라 보상하 
리라 

8.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모에 
게 효도하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 
이1> 너희로 하여금 나 외에 너희 
가 알지 못하는 다른 것을 숭배하 
라 강요한다면 그들에게 순종하지 
말라 너희는 곧 내가 너희에게 알 
려 줄 것이라 

9.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선을 
실천하는 이들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가운데1> 들게 하리라 

10. 사람들 중에는 저희는 하나 
님을 믿나이다 라고 말하나 그들 
이 하나님의 길에서 재난을 당했 
을 때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박 
해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 
러나 주님의 은혜로 승리가 이를 
때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있었도 
다1> 라고 말하니라 그러나 하나님 
은 인간들의 심중에 있는 것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 

11.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자 
들과 믿음을 가장하는 위선자들을 
잘 아시노라 

;美^ 名以찼냐^해낮，^;5以公향’) 

o ^々多낭⑯(도시;5文은 

야4义政^ 사ᅫ乂松홧다;; 
建 1니해벗火노교^따 

④ 속；松다체;公※ 

(丄꾀今고J 나女상、쇼온; I今A2公少; 
效 식、 

낫 M 炎，。_起 
々炎公致與 향수衣， 

©_gi 샀섟必必， 

® (技與谷災必 故3此ᄌ 

. : 7-12 734 

돌 때 

it 
문 에 F 

棟 
네것！ 

그연비 

은 편 권 
4； 한질 
방과’가 

%rl 

있래 그 

M 벌니 
해모 

겨 님였 

떤나하 
어하께 

여고 함 
하하£ 

약^ 

ᄆ？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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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리라고 
말하나 그들의 죄도 대신할 수 없 
나니 실로 그들은 거짓말장이라 

13.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신들 
: 의 짐과 그밖의 다른 짐들을 심관 
I 의 날에 짊어지고 와 그들이 거짓 
5 을 꾸몄던 사실에 대하여 질문을 
1 받으리라 
I 
J 14. 하나님은 노아를 그의 백성 

에게 보내어 오십년이 모자란 천 
f 년을1> 머물게 하였을 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대홍수가 그들 
올 덮치게 했노라 

15.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와 그 
리고 방주에 있던 추종자들을 구 
하여 그것을 온 백성을 위한 예증 

^ 으로 하였노라 

16. 아브라함도 구했으니 그는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올 경배하고 
그분을 두려워 하라 너희가 01는 
자들이라면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리라 하였더라1> 

17. 실로 너희는 하나님 외에 우 
상을 승배하고 거짓을 꾸미고 있 
을 뿐이라 하나님 외에 너희가 숭 
배하는 것들은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능력이 없노라 그러므 

‘紙^^。했必^效탁^ 

必:多쟁갰校切舞狀鄕炎與 
急 최•多화 

디크(染쇄나約想故^述 
© ᄋ，고。⑶必沒此匕以쨋 

©드^句改^在편수述公^ 

©6與攻^炎裝 

보쇼호45 향나 
射때 

起보네느錄排公效公效效 

14-1) 노아와 대홍수에 관한 이야기는 제11장 幻절-48절과 26장 105절-122절 사이에서 언급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노아가 950년 동안의 오랜기간을 체류하였다. 한편 창세기 9장 我절-29 

절 사이에서는 노아가 950년을 살았고 그 가운데 350년간은 대홍수 이후의 삶으로 기록되 
어 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노아가 그 백성을 인도하려 하였으나 백성들의 오만과 거역함으 
로 말미암아 멸망케 되었다. 

16-D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절에 기록되어 있다. 제21장 51절-72절에서는 그가 불 속에 
던져졌으나 안전하게 구제된 이야기가，제19장 41-必절에서는 우상을 숭배한 아버지의 고 
향을 스스로 떠나는 이야기가，제29장 16절-18절에서는 그의 백성이 그를 불태우겠다고 위 
협한 이야기가，제幻장 幻절에서는 악은 벌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제29장 26절-27절에서 
는 선을 따르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 등이 여러 절에서 여러가지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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紋■圈m : 

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 
라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라 너희 
모두가 그분께로 돌아가니라 

18. 너희 이전의 백성들이 그랬 
듯이 너회들이 그 말씀을 거역한 
다 하여도 선지자의 책임이 아니 
라 선지자는 그 메세지를 전하는 
것 뿐이라 

19.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 
고 그것을 재창조하시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지 않느뇨 실로 그것은 
하나님께 쉬운 일이라 

20. 대지 위를 여행하면서 하나님 
깨서 태초에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후기의 창조가 어떠한가를 보라 실 
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 
심이라 

21. 그분이 원하시는 자에게 벌 
을 주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자에 
게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그분 
에게로 귀의하노라 

22. 너희가 지상에 있든 또는 하 
늘에 있든 너희는 그분의 계획을 
좌절케 할 수 없으며 하나님 외에 
는 너희를 보호할 자가 아무도 없 
노라 

23.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상 
봉을 불신하는 자들은 나의 은혜 
를 포기한 것이며 그들에게는 고 
통스러운 벌이 있을 뿐이라 

24. 그가1> 그의 백성을 인도했을 
때 그들의 대답은 이러했으니 그 

© 여 

다炎今以직수分迫및步桃 
©(내«免좌少 

요너多⑷此地必巧故께 
® 요於、3엑々 

벼 꾀 

®6雜넜度起公久:걍匕分 v 與 

뱐以난섯必疏5 

© 

接의떼TO했 어 녀 o 

24-1) 아브라함 



및緣원 • 

；고TS 님끙접들불5:5 ，一聲 
를 구하였으니 이 안에는 믿는 사 @ 

탐들을 위한 예증이 있노라 ^ 

25. 그가1〉말하길 현세에서 너희 vM(3^ 
들간의 상호이익을 위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느뇨 그러나 주^난ᅬ一=^_ 

심판의 날 너희는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며 저주하게 되나니 너희의 ᅭ . ， 
거주지를 불지옥으로 어떤 구원자 

도 너희를 구원치 못하노라 ®(^4^ 

니26그루약#1실;를요따Jt 

께 안식처를 찾나니 그분은 권능 © 
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ᅭ 

27. 하나님은 그에게1〉이삭과 야 
곱을 주어 그의 자손들 중에서 예 /，나 C3>^ 나쓔戶 

언자로2》선택하여 성서를 주었으 

며 그에게3) 현세의 보상을 베풀었 ^ - - 1r-^ V 
고 내세에서는 의로운 자 중에 있 
게 하였노라 

28- 그리고 롯이 그의 백성에게 그느때6多변상!^^0있 
말했더라 너희는 일찌기 너희 백 누ᄉ, 쇴 / 

성도 그러한 적이 없는 음란한 행 ® \o-^^i 
위를1> 저지를 죄인들이라 

25- 1) 아브라함 

26- 1)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 아브라함의 가르침에 믿음을 갖게 되었고 아브라함을 따라 우상올 
숭배하던 고을을 떠나기로 하였다.그래서 롯은 아브라함과 여러 시리아 및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여 왔으니 하나님은 그가 그곳에서 번성하도록 하였다. 

2》아브라함(Tafsir Al-Jalalain, Maktabah Al-Malah, Dimasg~ p.527). 
3) 아브라함 

27- 1) 아브라함 
2)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야곱은 그의 손자였으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남이었 
다. 이들 각자는 예언자로써의 선택이 되어 말씀을 계시받은 원조가 되었으니 이삭과 야곱 
은 예언자 모세의 선조요，예언자 무함마드의 선조는 아브라함의 장손 이스마엘이었다. 야 
곱은 베텔에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고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자손”이란 
명칭을 갖게 되었다(창세기 32 ： 28, 35 ： 10). 

3) 브라함 

我-1) 제7장 80절 참조. 



©系웨銳 

29. 너회는 남성에게 성욕을 갖 
고 여행자의 길을 막아 물건을 빼 
앗으며 너희가 모인 곳에서조차 
사악한 행위를 하느뇨 하니 네가n 
진실을 말하는 자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벌이 이르게 하라고 하 
더라 

30. 이때 그가u 주여 사악한 백 
성들로부터 저를 구하여주소서 라 
고 말하였더라 

31. 하나님의 천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러 우리 
가 이 고을의 백성들을1> 그들의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멸망 
시키리라 말하니 

32. 그가1》말하길 그 안에는 롯 
이 있나이다 라고 하매 그들이2〉 
말하였더라 우리는 그곳에 누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나니 그와 그 
의 추종자들을 구하되 그의 아내 
는 제외라 그녀가 뒤에 남아 있었 
던 자들 중에3> 있었기 때문이라 

33.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렀을 때 그는 그들 때문에 근 
심이 가득했으며 스스로 그들을 
보호할 힘이 없음을 느꼈더라 그 
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두려워 하 
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우리가 
그대와 그대의 추종자들을 구할 

쑈松:⑩心뼈;0양法■요 
1고 i대피典)別, 

必 숀며 

닝戰必—숴 故고於땠 

나아호i《외 라노(브"土=4^: 
© 

切&與^幽범端상 3트 

©《公片, 

찌 싸松삔必그값石敬 
^ 句i 

i治고5p 선 Id必나ᄄ 
@ 

29-1) 롯 

31-1) 소돔과 고모라의 고을 

32-1) 아브라함 
2) 천사들 
3) 롯의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아니했다. 하디스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녀는 사악한 백 
성 중에 속하여 있었으므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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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것이되 그대의 아내는 제외라 그 
i 녀가 뒤에 남아 있었던 자들 중에 

있었기 때문이라 

34. 실로 하나님께서 이 고을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벌을 내리게 
하리니 이는 그들의 사악함 때문 

이라 

:犯■빠^ 

©예^ 

35.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이해 
하는 백성을 위하여 한 예증을 남 

1 겼노라 

©必遠괘勢?取應述^ : 

36. 마드얀의 백성에게 그들의 
형제 슈아이브를 보내매 그가" 말하 
였더라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경배 

S 하고 최후의 날을 두려워하며 지상 
에서 사악한 행위를 하지 말라 

빠회삐;此 j 
。敬최빼&々대 j 

® (모—그上 j 

37. 그러나 그들은 그를1》거역하 
였으니 큰 지진이 그들을 엄습하 
매 그들은 그들의 주거지 안에서 
넘어져 움직일 수 없는 몸들이 되 

| 었더라 

내地^起챵必均^炎 ; 

38. 아드와 사무드 백성의 이야 
5 기를 상기할지니 그들 주거지의 

황폐함이 너희에게 명백하리라 사_ 

탄은 꾸며진 행위로 그들을 유혹 
하여 그들을 바른 길에서 이탈케 
하였노라 그들 백성에게는1》지혜 

1 와 기술도 있었노라 

셌⑶以冗？紙10部향微 ? 

쇄分칙셌必와 
© 公^^接※ , 

39. 고라와 파라오와 하만의 이 
야기를 상기할지니 모세가 예증을 

1 가지고 그대에게 이르렀을 때 그 
들은 지상에서 오만하였으나 그들 

: 은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었노라 

^紀^。꽤최 : 

총와銳대d必孤쇄 ； 

! 37-1) 슈아이브 

38-1) 아드와 사무드 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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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하나님은 그들 각자의 죄악 
에 따라 벌하였으니 그들 중에는 
돌 폭풍우로 벌을 받은 백성이1> 

있고 큰 벼락을 맞은 백성도2> 있 
으며 또한 하나님은 대지로 하여 
금 그들을3》삼켜버리도록 하였고 
또 물에 익사하게도4> 하였노라 이 
것은 곧 하나님 스스로가 그들을 
욕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 
스로를 욕되게 한 것 뿐이라 

%私 #故5版화端^知與 
따과;약빼 
物 i別3 技>1以써於펏一 

41.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 
하는 자들을 비유하사 스스로를 
위해 집을 짓는 거미와 같나니 가 
장 허약한 집이 거미의 집임을 너 
회는 알 것이라 

‘■多2일》i>l 公; 르心、交유회 c으4、公느 

© 6것넣령님多到식? 

42.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아 
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을 모두 
아시고 계시나니 그분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43. 하나님이 비유를 드사* 이것 
은 온 백성을 위해서라 지혜 있는 
자들은 이해하리라 

:一V寒착노《르 々그公과^ 든》! 

®;勢缺 

넣今화 匕있I및4》간◎山조) 
&3\ 

44. 하나님은 천지를 진리로써 
창조하셨나니 이 안에는 믿는 자 
들을 위한 예중이 있노라 

45. 그대에게 계시된 그 성서를1》 
낭송하며2ᄆ 예배를 드리라 예배는 

a최:多^):刻도 

1새‘애16생화次犯혀 

40-1) 롯의 백성 
2) 사무드와 슈와이브의 백성 
3) 고라(까룬》 
4) 노아와 파라오의 백성 

45-1) 꾸란 
2)「틸라와」는 소리내어 읽는 것，즉 낭송을 의미하는 것이 언어적인 뜻이나 여기서의「틸라와 

g꾸란을 낭송하되 계속하여 그것율 전 세계로 전달하는 것이며 
(2) 스스로를 위하여 읽는 것이며 
③ 성서가 인간에게 무엇을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것이며 
④ 그것을 생활의 지침과 지식으로써 항상 숙고하는 것 둥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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街?補하^꺾폐部^:^^^느戒 

；^ ss 고 
것은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 ^J^A>Ujix^4i>b 

의심할 바 없나니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노라 

쟁하지 말라 그러나 그들 중에 사 四此i依必乂찼향皮;氏必！校功 

器S되대：:거額 " 고 
된 것과1> 너희에게 계시된 것을2> ©^Zi 
믿노라 우리의 하나님과 너희의 ᆻ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는 그분께 순종함이라 

그47성路 모SS 글= 과守;빼 
그 성서의 백성들은2》믿는 사람들 | 렇i公?경^ y^, 조정？■心;c免 
이 믿었던 것처럼 그것을 믿었느 
니 불신자들을3> 제외하고는 믿지 o^x 
아니한 자가 없었노라 

f8； 그대는 이 성서가” 계시되기 고그心썼소쇼”o고노I與양幻5 전에 글을 읽을 수 없었으며 그대 나公상년^상방^떴^ᅭ년 

의 바른 손으로 쓸 수도 없었거늘 
만일 그대가 그럴 수 있었다면2> 

必-1) 꾸란 
2) 구약(타우라)과 신약(인질) 

47- 1) 꾸란 
2) 구약 및 신약을 믿었던 기독교인 및 유대인들로 진실한 유대인과 크리스찬들은 예언자 무 
함마드에게서 그들의 종교가 완성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슬람에 귀의한 유대인 
들이 있었으니「압둘라 이븐 쌀람」과「무카이리즈」둥의 유대인 의사가 있었다. 헤즈라 6-7 
년에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아라비아반도 주변국가，비잔틴제국 수도인 콘스탄틴노플 및 페 
르르시아 제국의 수도 마다인，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약 30마일 거리에 있는 사사니안, 시 
리아，아비시니아 및 애굽에 사절단을 보냈다. 페르시아를 제외한 이 모든 국가들은 기독교 
국가들이었다. 마찬가지로 아라비아반도 헤자즈 동쪽에 있는 야마마 국가에 사절단을 보냈 
으나 이곳도 물론 기독교인「바누 하니과」부족이었다. 이 모든 국가들은 아비시니아 국가 
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가 무슬림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아비시니아에도 상당한 무슬림 
들이 있다. 

3) 메카 꾸라이쉬 백성 

48- 1) 꾸란 
2) 꾸란이 무함마드에게 계시되기 전에 그가 글을 읽을 수 있었고 글올 쓸 수 있었다는 불신자 
들은 꾸란을 계시된 것끼 아니라 무함마드 스스로가 기록한 것이라 의심할 수 있었다는 것 
올 말해주고 있다. 

敏的눗 與띠없皮고 射敬典 

©i^ 

心보쌨I혹，觸궁성峰彫賊技 
랗V父덤^ 쇼삶!^ 效“소쇼빌 

©교M 

名“^화&구O 신一 c노!갖느겼(5 

議理^■經製顯^■邊^^■여■，뛰^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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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자들은 그것을3ᄉ 의심하였으 
리라 

49.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니 지 
혜 있는 그들의 마음 속에 분명한 
예증이 있나니 불신자 외에는 어 
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 
하지 아니하니라 

50. 그들은1> 왜 그의 주님께서 
그에게2》예증을3》내리지 않느뇨 라 
고 말하나 일러가로되 그 예증들은 
실로 하나님께 있으며 나는 분명한 
경고자라 

51. 하나님이 그대에게 계시하여 
그들에게1》낭송된 그 성서가 그들 
에게 예증으로 충분하지 않단 말 
이뇨 실로 그 안에는 믿는 사람들 
을 위한 은혜와 교훈이 있노라 

52. 일러가로되 나와 너희 사이 
의 증인은 하나님으로 충분하나니 
그분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위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거역하 
는 자들은 멸망하게 되노라 

53. 그들이1》벌을 재촉하여 그대 
에게 요청하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정기간 유예하지 아니했다면 이 
미 그들에게 벌이 있었을 것이라 

公》ᄂ;실"성그과;그 a르김左화多 0^ 
起\ 

必:。@均聲 ga 系炎鄕ii版 
©述務:藏 

部 故f難)我^離 ■細敎;f 

나數; 9계靜雄路; 
©々빼그와용※디쇼았도 

©《紫逃裝與與 

50-1) 불신자들 
2) 무함마드 
3) 살레에게 있었던 암낙타의 기적，모세에 있었던 지광이 기적, 그리고 예수에게 있었던 식탁 

의 기적 둥을 의미한다. 

51-1) 불신자들 

53-1) 불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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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갑자기 벌이 그들에게 내릴 
J 것이되 그들은 알지 못하니라 

54. 그들이 그대에게 벌을 재촉 
하니 지옥이 믿음을 거역하는 자 

1 들로 가득하리라 

心^必^^홧 久시延爲찌 

55. 벌이 그들을 에워싸는 날 위 
f 로부터 벌이 있을 것이요 아래로 
S 부터도 있을 것이며 너희가 행한 

； 결과를 맛보라 하는 소리가 있을 
? 것이라 

始^細次^과傾抑逆S、 
©述錄次度幻寒 S 

56. 믿음을 가진 나의 종들이여 
나의 대지가 방대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만을 홀로 섬기라 

©옛J후化험t々도多fi致긺과 多: 

57.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맛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이述與雜^均U쌍 ? 

58.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이 
들에게 우리는 밑으로 강이 흐르 

1 는 천국의 높은 저택을 주리라 그 i 
들은 그곳에서 영생하니 이는 선 

1 을 행하는 이들을 위한 보상이라 

敗效죄^必려; 

©與^次^在接，券^^ : 

59. 이들은 믿음에 인내하고 그 
들의 주님께 의지하는 자들이라 

60.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는 
피조물이 얼마나 많으뇨 너희에게 

}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 
E 님이시니 그분은 모든 것을 듣고 

아시기 때문이라1> 

쨋必與，以^技起S : 

©자^必 

61.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태 
양과 달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 

c겨終 c與여多必策匕故 1 

60-1) 메카 불신자들이 신앙인들을 박해하자 선지자 무함마드는 메디나로 이주하라 하였다. 이때 
1 믿음이 약한 무슬림들이 “거주할 집도 그리고 일용한 양식은 물론 마실 우물도 그곳엔 없 

습니다”라고 말하자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알꾸르뚜비 3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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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뇨 라고 그대가 그들에게1》묻는 
다면 하나님 이라고 그들은 대답 
할 것이라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 
찌하여 진리에서 벗어나 유혹되어 
있느뇨 

62.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종 
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케 하시기 
도 또한 제한하시기도 하시니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노라 

63.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사ᅳ 
죽은 것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 
구시뇨 라고 그대가 그들에게 묻 
는다면 하나님이시라 그들은 대답 
하리라 일러가로되 하나님을 찬미 
하라 그러나 그들 대다수가 이해 
하지 못하더라 

64. 현세의 삶은 향락과 오락에 
불과하나 그들이 내세의 집을 안 
다면 그것은 곧 생명이니라 

65. 그들이 배에 오를 때엔 하나 
님께 기도하며 그분께 귀의하나1> 

그분에 의해 안전하게 육지에 이 
르게 되었을 때는 보라 그들은 다 
른 것을 숭배함에 같이 하더라 

66. 그들은 하나님이 베풀었던 
은혜를 망각하며 현세만의 향락을 
쫓지만 그들은 곧 알게 되리라 

67.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이 약 
탈됨에1> 하나님이 성역을2> 두어 

호r섟시뤄년冬“方 衣향！사在섶 心쇠 
©※伊其必| 

희此과被々私|故칼數必。 
©6多 

생，疏씽潮雜心쌍如此 
©6※改犯0 必 

타!탄폐三冬쓰디^ ©士起1고，JlJU接; 

© 최 여저^략均;;與 

於뇨，述起다^^，갔고 

61-1) 불신자들 

66- 1) 비행기나 배를 타고 여행 중 즉 어떤 위험을 느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원을 요청하나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망각하고 다른 우상을 숭배한다■ 

67- 1) “서로가 서로를 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포로로 만들며”라고 다하크는 풀이하고 있다<알꾸 
르뚜비 363/13). 

2) 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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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케 하였음을 그들은 알지 못 
하느뇨 실로 그들은3> 하나님의 은 
혜를 부정하면서 무익한 것을 믿 
고 있을 뿐이라 

68. 사악한 자 있나니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하며 그것이1》그에게 
이르렀을 때 그 진리를 거역한자 
로 믿음을 거역한 이들에게는 지 
옥의 거처 뿐이라 

69. 그러나 안에서 노력하는 자1》 
하나님은 그들을 그분의 길로 인 
도하리니 하나님은 의로움으로 행 
하는 그들과 함께 하시니라 

3) 꾸레이쉬족의 불신자들 

期-1》꾸란 

秘-1) 이슬람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전Oihad)은 죽이고 죽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사기 
위해 육체적 • 물질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가르킨다, 

p 淑齡旧义샜松必各 교돼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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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이 계시된 연대는 헤즈라 이전 7〜6년(서력 615-616년》경 페 
르시아가 로마제국을 정복할 때에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로 하여 로마와 그리이스 제국은 페르시아 예루살렘을 잃게 되었고 
기독교는 쇠퇴하게 되었으나 성서의 말씀대로 그 양상은 몇년 안에 
그 반대가 되었다. 전후에서 나타난 페르시아와 로마제국간의 현세적 
권력의 홍망성쇠는 외적 사건에 불과하지만 선과 악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심오한 내적 의미는 1절〜19절 사이에서 하나님의 우주적 
섭리 안에 있음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세 
적，도덕적, 육체적, 정신적 변화는 바로 자연과 종교 안에서 조화와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인 그 조화를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훌로 존재하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찬양 
해야 한다고 20절〜40절 사이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인간은 부패하고 
고는오를 범하나，하나님은 자연의 세계를 그렇게 하듯 윤리의 세계를 
정화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시니 항상 인내 
하되 실망해서는 아니됨을 41절〜效)절에서 언급하고 있다. 현자 루끄 
만이 보여준 지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고，그것은 

중용에 있음을 1절에서 19절 사이에서 언급하고 있다. 지혜와 지식은 
확고하고 영속적이며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실행함에 있어서 하나 
님의 율법을 깨닫도록 하여 준다는 교훈이 20절〜30절 사이에서 제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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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 장 

비로우시고 자에^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알리프 람 멈1》 

2. 로마는1> 망하였으되 

3. 가까운 지역에서1> 비록 그들 
이 패배하였지만 승리를 거두리라2> 

4. 몇년 안에1> 하나님은 이전의 
것과 이후의 것을 통치하시리니 
그때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리라2》 

5.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은 
그분이 원하시는 자를 승리케 하 
시니1》그분은 권능과 자비로 충만 
하심이라 

6-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 하 
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어기시 

__측:하■::「ᅡ::…:，，，—ᅬ - ‘1-르노; 

Q스꿋겆 I 切|세냐匕5-^ 

(■용강 

&대此旧놋나a 
® 6 多名分 

® 成a;公바士 

1- 1) 제 2장 1절 참조 

2- 1) 헤라클리우스(Heraclius) 통치하에 있던 로마제국은 페르시아의 공격을 받음으로써 로마는 
물론 그 지배하에 있던 대다수 아시아 지역까지 잃게 되고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의 
외곽도 함락당하였다. 

3- 1) 파리로 이르는 가까운 지역이란 뜻으로 페르시아를 말한다. 
2) 메카 꾸레이쉬족의 불신자들은 로마가 페르시아에 패망 되었을 때 이를 그들의 기쁨으로 환 
영하였다. 그들은 페르시아의 편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4- 1) 3년에서 9년 사이로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페르시아와 로마의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로 
마를 정복하였다. 이 소식이 선지자 무함마드와 추종자들에게 전하여지자 불신자들 및 이교 
도둘은 이에 기뻐하였다. 왜냐하면 페르시o}는 성서를 믿지 아니하고「마주스」란 종교생활 
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불신자들은 선지자의 추종자들에게 말하였다. “성서를 믿지 아니 
한 우리가 성서를 믿는 당신들 위에 승리하였도다”라고 하자 이 말씀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 
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1권 op. cit, 6乂 

2) 바드르 전투(헤즈라 2년 서력 624년)는 오만했던 꾸레이쉬족의 환상올 무너뜨린 전투로 하나 
님을 섬기던 무슬림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제3장 13절 해설참조). 

5- 1)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은 성서의 백성(유대교인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것에 기뻐하니 하나님을 믿는 성서의 백성들은 불이나 우상을 믿는 이들보다 하나님께 가까 
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날은 바드르 전투와 일치하고 있는데 바드르 전투도 우상숭배자들 
과 배화교인들에 대하여 승리한 날이었다고 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니 
알사부니, 제11권 op. cit, p.7). 

■雜^深强雜法^_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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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시나 많은 사람들이 알 
지 못하더라 

7. 그들은 현세의 외형만을1> 알뿐 
내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노라 

8. 그들은 스스로를 생각해 보지 
아니 하느뇨 하나님은 하늘과 대 
지와 그 사이의 모든 것을 진리로 
창조하셨으며 정하여진 기한을 두 
셨으니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주 
님과의 상봉을 불신하고 있노라 

9. 그들은 대지 위를 여행하면서 
그들 이전 선조들의 말로가 어떠 
했음을 알지 못하느뇨 저들은 그 
들보다 강하였고1ᅩ 땅을 일구어 저 
들의 번성함 보다 더 번성하였으 
며2) 선지자들이 말씀을3> 가지고 
왔으니 그들은 거절하여 멸망하였 
더라 그들을 해함은 하나님이 아 
니었고 그들 자신이 스스로를 욕 
되게 하였노라 

10. 악은 악을 저지른자의 말로 
이니1>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2> 
부정하였고 조롱하였노라 

11. 하나님은 창조를 개시 하사 

소빠_53與■ 
巧著교？々必;多년收화5 

■起J起도⑶。藏하쑈淑 

녕V仏貪故以收 女해心“ 

빼뼈;切 在께새分 

©소;성成分述녔與狀매 

7- 1) 현세에서 살아가는 일，즉 언제 씨앗을 뿌려 언제 수확할 것이며，어떻게 모종을 하고 어떻게 
집을 세울 것인가! 라는 현세적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알꾸 
르뚜비, 7/14). 

8- 1) 모든 피조물의 현세적 생명은 제한되어 있으나 내세의 생명은 영원하다. 천국에 이르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거주할 것이요 지옥에 이르는 자는 영원히 지옥에 거주하게 된다■ 

9- 1) 신체적으로 강하였지만 많은 재물과 자손들도 더 많았으며 
2) 농경지는 물론 풍부한 광물자원으로 번성하였으며 
3) 말씀과 더불어 많은 기적들 

10- 1) 현세에서는 파멸이요 내세에서는 불지옥이 그들의 말로라• 

2) 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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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되풀이 하시니1》너희는 그 
분에게로 귀의하노라2》 

12. 심판의 날이 오는 날 죄인들 
은 절망 하리라 

- 

13. 그들은1》그들의 동반자들 가 
운데서2> 중재자를 갖지 못할 것이 
며 그들의 동반자들은 이를 부정 
할 것이라 

14. 심판의 날이 오는 그날 그때 
그들은 서로 헤어지니라1》 

15. 그러나 믿음을 갖고 선을 행 
하는 자들은 천국에서 환대를 받 
을 것이요1> 

16.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에서의 
상봉을 불신하며 이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1> 벌이 있으리라 

17. 그러므로 저녁이 되고 아침 
이 오면1> 하나님을 찬양하라 

11-1)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2)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13- 1) 우상을 숭배한 불신자들 
2) 그들이 숭배하였던 우상들 

14- 1》창조주를 믿는 무리와 창조주를 불신하고 우상을 숭배하였던 불신자들로 구별되어 전자는 
우편으로 하여 천국으로 이를 것이요，후자는 좌편으로 하여 불지옥으로 이르니라 
(Muhammad Al-Mualim, op. cit, p.456). 

15- 1)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써만 충분한가? 본절에서는 꾸란의 여러 절에서 천국에 이 
르는 것은 믿음과 함께 노동과 선행의 실천올 요구하고 있다. 

16- 1) 꾸란을 불신하고 죽은 후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 

17- 1) 인간의 노동이 현세를 살아가는 생활 수단이라면 예배생활은 현세 생활의 정신 순화와 내 
세에 이르는 가교라 볼 때 잠에서 깨어나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드리는 예배(과즈르)로부터 
정오에 드리는 예배(주흐르)와，한낮에 드리는 예배(아스르), 그날 일과의 마무리를 알려주 
는 해가 진 후에 드리는 예배(미그립)와 잠이 들기 전에 그날 하루를 반성하면서 드리는 예 
배(이샤)의 하루 다섯 차례의 예배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순화와 조화를 위한 가장 적절 
한 것이라는 기준에 근거하여 메디나에서 의무화 되었다. 제6장 114절, 제17장 78-79절，제 
20장 130절 참조 

©대心빼與;系 

安每。丈‘物名起接 

® 6次句 

厂、 y ，各'， ^ Li ^ % (인 샀소^시，써 섰P—A 

•됐■병^圖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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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천지의 모든 것이1ᅭ 저녁 때 
와2) 한낮에3〉그분을 찬미하노라 

19. 하나님은 죽은 자를 소생케 
하시고 산자를 임종케 하시며 죽 
은 대지를 생동케 하시니 그와 같 
이 너희들도 다시 살아나리라 

20. 너희가1> 흙에서 창조되어 인 
간으로서2〉번성하게 됨도 그분의 

예증의 하나라 

21. 너희 자신들로 부터 배필을1> 
창조하여 그 배필과 함께 살게 하 
심도 그분 예중의 하나이며 그분 
은 또한 너희간에 사랑과 자비를 
주셨으니 실로 그 안에는 생각하 
는 백성을 위한 예증이 있노라 

22.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희의 
언어들과 피부색을 달리 창조 하 
셨음도 그분 예중의 하나이시니 
실로 그 인떼는 전 인류를 위한 
예증이 있노라 

23. 밤에는 잠을 자게 하고 낮에 
는 그분의 은혜로부터 양식을 구 
하게 함도 그분 예증의 하나이거 
늘 실로 그 안에는 듣는 백성을 
위한 예증이 있노라 

24. 공포와 희망을 갖도록 너희 
들에게 번갯불을 보이심과 하늘로 

以낳; 교벼I 삐此 
必 必;J붉 

¥ 心‘향 是의 

必心소法 

r쳐빼색在썻째하; 

峰’j身ᄄ쌉t 

其yf빠최셔與빠 

@ 仏以# 상격’신•※必6 

以炎起。w 在V於마상 & 
必 技려^ 

&파以炎>6抄起始他; 

18-1) 하늘의 가족과 대지의 가족 모두(이브누 압바스》 
2) 마그립 예배시간부터 땅거미가 일때까지 
3) 주흐르 예배시간이 시작되는 시간 

20- 1) 아담 
2) 아담의 후예들로서 

21- 1) 아담의 뼈에서 이브를 창조한 후 남녀가 배필이 되도록 하여 인류를 번성케 하였다고 풀이 
되고 있다(Tafsir A卜Jallalain，p.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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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비를 내리게 하여 불모지의 
땅을 생동케 하심도 그분 예증의 
하나이시니 실로 그 안에는 지혜 
가 있는 백성을 위한 예중이 있노 
라 

雜과次沙상雜死狂«、 

25. 하늘과 대지가 그분 명령에 
의해 존재함과 그분께서 너희를 지 
상으로부터 부르실 때 너희가 재현 
됨도 그분 예증의 하나라1> 

仏應^⑶成3必和被乂 3 

26. 하늘과 대지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어 모든 것이 
그분께 순종하노라 

的沒나劉;예^r내S ； 

27. 창조를 개시하신 후 다시 되 
풀이 하심도 그분이시니 그것은 
그분께 쉬운 일이라 그분은 하늘 
과 땅위에서 완전함으로 존재하시 
니 그분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 
심이라 

생，犯;빠 J 
⑭與여난‘)■此 j 

©설 [ 

28.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들에 
관한 예를 드셨노라 너희 오른손 
이 소유하고 있는 자들1》가운데서 
우리가 너희에게 베푼 일용할 양 
식에 동둥하게 분배받을 자가 있 
느뇨2) 너희가 서로를 두려워 하듯 
너희는 두려워 하느뇨3> 이렇게 하 
여 하나님은 이해하는 백성을 위 
해 말씀을 분명케 하노라 

: 

갱以4逆逆與券次將 ； 
\ 

法-1) 이스라펠 천사가 부는 나팔소리에 무덤으로부터 부활하는 것. I 

淡-1) 종 또는 하인 S 
2)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위에 피조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그가 소유한 모 
든 재산이 자기 소유의 것 이 아니 라 창조주에 의해 부여 받은 것이라고까지 하는 사람도 그 j 
가 소유하고 있는 하인이나 종이 그 사람의 재산을 동둥한 조건으로 균등 분배 받올 수 있 
다고 인정하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물며 창조주를 경배함에 있어서 창조주 드 
와 동등하게 숭배 받으러는 피조물이 있다면 이것은 더욱 말할 나위도 없이 불가능하다는 녹 
것을 비유로써 제시하고 있다. ! 

3) 인간은 끊임없는 불안과 교전과 전쟁상태에 있는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불안해 한다. 이 S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인간은 지도자를 두어 그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하고 평안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들이 지도자에게 부여한 권한에 순종하고 그 권 



29. 그러나 지식을 회피하며 그 
들의 저속한 향락을 따르는 자들 
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방황케 한 
저들을 누가 인도하리요 그들에게 
는 어떤 구원자도 없노라 

30. 그러므로 그대의 얼굴을 확 
고히 하고 진실되게 믿음으로 향 
하라니 창조된 인간의 본성에 근본 
을 두고 이 종교를 두셨노라2ᅭ 하 
나님의 창조성은 변경되지 아니하 
매 그것이 진리의 종교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 

31.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고 
그분을 두려워 할 것이며 예배를 
드리어 불신하는 자들 중에 있지 
말라 

32. 그들의 종교를 분리하여 한 
무리가1》되매 각 무리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에 기뻐하더라 

쇼 라난h 고야;상《之'分，과、■요 
© 以一드고S技사 

채와典향상:斜과;與 
少離난데 

©心應—到켓域t起좌 

技화헤 1쇄; 
© (도“크^여 

빠雄여效;私 務쇼화 

한을 존경해야 하며 자신들의 평안과 안정도 이 권한에 의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두 
려워 한다.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소유하고 있는 하인이나 종들을 존경하지 아니한다. 

인간은 창조주의 섭리에 달려있다. 그리고 창조주는 최고의 영원한 권한올 소유하고 있다. 

인간이 진실로 두려움 없는 평온과 안정을 원한다면 최고의 권한을 소유하고 있는 창조주 
의 권능을 존중하고 거기에 순종할 때만이 인간이 갈구하는 평안이 올 것이라는 교훈을 제 
시하고 있다. 

30-1) 하니프 : 그릇된 모든 종교를 떠나 진리의 종교인 이슬람으로 지향해야 한다는 의미를 말해 
주고 있다. 자석의 바늘이 북극을 가르키는 것처럼 진실되고 진리인 종교는 올바른 하나의 

방향을 제시한다(제2장 135절의 “하니프”와 비교). 

2) 모든 피조물은 본성(피뜨라)을 갖고 창조되었다. 그래서 본성을 갖고 창조된 인간의 본성에 
근본을 두고 확립된 종교가 바로 진실된 이슬람 종교이다. 하디쓰에서도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 태어나는 모든 것은 본성에 따라 태어나느니라. 

32-1) “시야란 일부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무리”가 언어적 해석이며，시야파란 알리 빈 아비 딸 
립 추종자들의 편견에 따라 알리만이 선지자 무함마드 이후 무슬림 공동체를 다스릴 대리 
권인 칼리파직을 계승할 유일한 합법적 인물이라 주장한 무리를 말한다. 이들 시야파들은 
아부 바크르, 우마르 둥 선지자를 따랐던 추종자들을 험담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선지자께서는 “하디쓰를 험담하지 말지어다”라는 말씀으로 시야파들의 험담을 
경고하고 있다. 이들 시야파 무리는 12파가 있어 그중 일부는 신화적 우화로 끝났고 일부는 
다신론적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또 일부는 원래의 계시가 알리에게 있었다고도 얘기 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큰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고 논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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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재난이 인간에게 이를때면 
주님을 향하여 부르나 그분께서 
그로하여 은혜를 맛보게 할 때면 
보라 그들중의 무리는 주님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니라1> 

34. 그들은1ᅮ 마치 하나님이 그들 
에게 베푼 은혜를 저버림과 같음 
이라 잠시 향락하라 너희는 곧 알 
게 되리라 

35. 혹은1>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 
한을 주어 불신하고 있는 것에 관 
하여 말하도록 하였단 말이뇨 

36.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맛보게 할 때면 그들은 그것으로 
기뻐하나 그들의 손이 저지른 것으 
로 인하여 그들에게 재앙이 이를 
때 보라 그들은 절망에 빠지노라 

37.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는 
자마다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거나 
제한하심을 그들은 알지 못하느뇨 
그 안에는 믿는 백성들을 위한 예 
증이 있노라 

3公. 그러므로 친척과 필요로 하 
는 자와 여행자에게 자선을 베풀 
라1ᅮ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을2> 얻 
고자 하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 
이라 그리하면 그들이 번영하리라 

하致심■爲狀此，少能 

©■6더혁체고와 

‘드次一:요£든와“?장호탁 화%‘， 

a.接雄A 향»화고織혀5 
© ☆象처 

©。與幻 必쐬:沙 起 G每:疏沒“， 

33- 1) 본 절은 불신자들의 추한 모습과 위선적인 그들의 종교생활을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들이 어려울 때에만 하나님께 구원할 뿐 그 후에는 다른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이다. 

34- 1) 불신자들 

我-1) 의문사는 부정과 힐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신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을 숭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아니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38-1) 친척과의 계속적인 연락과 상호협력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여행 중에 가족이나 친척들과의 
연락 두절로 곤궁에 빠져 귀가할 수 없게 된 여 행자에게 자선금(싸다까) 또는 다른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고 꾸르뚜비는 풀이하고 있다. 

2) **와즈하알라”는 하나님의 얼굴이란 언어적 풀이로 하나님의 기쁨을 의미한다(제2장 112절 
및 제6장 5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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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1ᅭ 증 
가시킨 것은 하나님 곁에서는 아 
무런 증거도 될 수 없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을2> 구하기 위하여 
이슬람세로 이익을 증가함은 여러 
배의 보상을 받게 되니라 

I策炎 U舞必如多고향在炎藏 
本起6起/ 的 G炎松分I氏 

@6의必와炎 

40. 너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 
님이시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일 
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또한 그분 
깨서는 너희의 생명을 앗아가며 
또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노라 너 
회가 섬기는 우상중에 이러한 일 
을 하나라도 할 수 있는 우상이 
있느뇨 그러므로 그분을 찬미하라 
그분은 그들이 승배하는 모든 것 
위에 높이 계시니라 

것와與였;改_5 

錄¥9及技必分乂雜 士必 

41. 인간의 손이1> 저지른 부패가 
육지와 바다에 만연했나니 그들이 
행했던 일부를 맛보게 하리라 그 
리하여 그들은 다시 돌아오리니2> 

u與‘◎다혀物냐◎難 

42. 일러가로되 지상을 여행하여 
그대 이전 사람들의 말로가 어떠 

쇼고均;雄起1;획必화 

39-1) 리바는 비합법적 방법과 수단에 의한 중액 또는 중가분을 의미하며, 고리대금업, 뇌물, 부당 
이익, 부정거래에 의한 이익 등을 일컫는다(제2장 275-277절 참조》. 이러한 방법과 수단에 
의해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비리는 당연히 비난 받아야 하며 개인과 국가 그리고 국제사 
회는 이러한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이익을 얻는 원칙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비용으로 얻 
어져야 하며，타인의 노력과 타인의 댓가를 치루어 얻어지는 것은 곧 “리바”다. 인간은 그의 
적극적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고 창조주가 위탁한 재산과 능력으로 필요로 하는 인간을 위 
하여 사용할 때 그의 이익은 보상으로써 나타나며 그 보상은 내세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 

2)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함은 창조주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가장 순수한 사랑을 의미한다. 

제2장 112절 및 제6장 52절 참조 

41-1) 하나님의 창조 그 자체는 순수하고 좋은 것이었다. 모든 재앙과 부패는 사탄의 유혹에 의한 
오만과 이기심 때문이다<제30장 30절 참조). 

이러한 재앙이 있게 되자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와 관용으로써 그 재앙을 정지시키려 하였 
다. 사악함의 말로는 사악함의 결과일 수밖에 없어 “인간의 손들이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부분적으로 벌이 제시되며 미래를 위한 경고와 함께 회개의 문으로 들어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 
2) 하나님의 정의와 벌의 최후목적은 인간을 사악함으로부터 구하여 인간이 최초에 창조되었 
을 때의 순수함과 선으로 회복시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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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가를 보라1》그들 대다수는 하 
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였 
노라 

I 43.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없 
I 는 그날이1》도래하기 전에 그대의2〉 
| 얼굴올 올바른 종교로 향하라 그 

날이 오면 사람들은 두 무리로3> 
나누어 지노라 

44. 믿음을 거역한 자들은 불신 
! 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유 선행을 실천한 신앙인들에게는 그 

들의 영혼을 위하여 보상이 있으 
I 리라 

45.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선올 
행하는 자들에 대한 그분의 풍성 
한 은혜의 보상이라 그분은 불신 
자들을 사랑하지 아니 하시니라 

46. 하나님의 예증 가운데 하나 
는 바람을1> 보내어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과 너희로 하여금 그분 
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것과a 배 
들이 그분의 명령에 따라 항해하 
는 것과3> 너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는 것과 너희가 이에 
^사하는 것이라 

® ■必與成公私 
:::: 

• :: 

約分: 疏심必⑷축;방 
© 같 各t※낮나 상 

| 

. 육 

斗敎띠UJ“浴松^화 

던⑩쇼여必名必년과3典 I ，내 
G段與※와此효H다“ 

라외노々외^ yᅡ4心 i되사々 

42- 1) 지나간 역사와 경험을 숙고해 볼 때 사악함과 부패는 그들 스스로를 멸망케 하였음을 인간 
은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을 경배함에 그릇된 행위와 그릇된 목적의식으로 우 
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43- 1) 인간욘 너무 늦기 전에 사악함과 허위에 의해 무너진 질서와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진리의 
가치가 지배할 그날이 도래하면 그 사악함과 부패와 허위는 파멸하기 때문이다. 회개하고 
개선하는 것 외에는 사악함의 말로를 피할 수 없다. 진리의 날이 도래할 때 회개하는 것은 
이미 늦기 때문이다. 

2) “카”는 선지자 무함마드를 가르키는 인칭접미대명사로 여기서는 모든 인간을 의미한다. 
3) 천국으로 이르는 무리와 지옥으로 이르는 무리 

46-1) 바람을 일으켜 비를 담은 구름을 보내어 비를 내리게 하니 식물이 자라 사람들의 일용할 양 
식이 되매 이는 더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라. 

2) 제7장 57절 및 제27장 48절 참조* 비를 내리어 메마른 땅을 적셔주어 곡식과 열매를 맺게 
하여 일용할 양식으로 하고 비를 내리어 신체구성의 기본인 물올 맛보도록 하여 주시는 은혜 

3) 선박올 이용한 여러가지의 편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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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실로 하나님이 그대 이전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매 그 
들 선지자는 분명한 예증을 가지 
고 그들에게 왔노라 죄지은 백성 
들에게 벌을 내렸고 믿는 백성들 
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라1> 

48.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시니 
그것이1> 구름을 일으키도다 이에 
그분이 뜻을 두어 그것이 하늘에 
퍼지도록 하고 때로는 조각구름으 
로 하니 그 사이에서 비가 내림을 
너희가 보리라 그런후 그분이 뜻 
을 둔 종들에게 이르게 하니 보라 
그들은 기뻐 하니라 

49. 그들에게 비가 내리기 바로 
이전에 그들은 실망으로 절망에 
빠져 있었으니 

50. 그러나 하나님 은혜의 예증 
을 보라 그분께서 죽은 대지를 어 
떻게 생동케 하느뇨 그와 마찬가 
지로 그분은 죽은자를 살게 하시 
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일에 전지 
전능하시기 때문이라 

51. 만일 바람을 보내어 그들의 
경작지가 노랗게 됨을 볼 때 보라 
그래도 그들은 불신을 계속 함이라 

52. 실로 그대는 죽은자로 하여 
금 듣게 할 수 없으며 귀머거리로 
하여금 부름을 듣게 할 수 없나니 
그때 그들은 그들의 등을 돌리며 
도망 하리라1ᅩ 

公 j/次느있!소i 빠。故혀’셨 S 

效》路 

6 양⑶松여; 想교及레 d 

노於^ 必챗爲확 l 다※說疏 
©敎接 炎故一•起 

f必士 敬※故3(1必 

IS!고加i씨너와^;생 화 
©起폐; 

47-1)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한 위안과 위로의 말씀으로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오 
며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권리요 의무라는 것이다. 

48~1) 바람이 

班ᅩ 1) 불신자들을 비유함에 죽은 자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또한 장님이 보지 못 
하는 것과 같이 불신자들은 진리를 듣지도 보지도 못함을 비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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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그대는 길을 벗어난 장님을 
j 되돌아 오게 할 수 없으며 단지 
1 하나님의 예증을 믿어 순종하는 
； 그들만을 듣게 할 수 있노라 

생士냈삳 技，此，2藏 
©(여接탄 

54. 너희를 허약한 상태로 창조 
1 하신 후1> 허약한 너희에게 강함을 
1 주시고2) 강한 너희에게 다시 허약 
6 함과 백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 이시라과 그분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창조 하시니 그분은 아심과 
1 능력으로 충만하도다 

一 一좌교해炯 : 

1多典一多述讀 

55. 시간이 도래할 때 죄인들은 
i 한 시간밖에 체류하지 아니했다 
맹세하리라 이렇게 그들은 유혹 

j 되곤 했노라 

與푠與 U G꾀^있3必後S 

©心炎强碑雄 

56. 그러나 지혜와 믿음을 소유 
한 자는 말하리니 실로 너희는 하 
나님의 율법에 따라 부활의 날까 

I 지 체류했으나 너희가 알지 못하 
1 고 있을 뿐이라 하더라 

회故。松、시1!到 6功疏：， 
여雄쌉보义，s炎i ； 

與炎效햇 ; 

57. 그날 그들의 변명은 죄인들 
f 을 유용케 하지 못할 것이며 회개 
t 하여 은혜를 구함에 초대도 받지 
| 못하리라 

5 

58.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하여 이 
:! 꾸란에 모든 종류의 비유를 들었노 
| 라 그러나 그대가 어떤 예증을^ 그 
1 들에게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 불신 
! 자들은 그대는 단지 거짓장이에 불 
I 과하니 라고 말할 것이라 

多占?나 C到 1 뇨技 고 S5K 

#故떼싶逆紙흙 [ 
® 6보^와i 1 

i 54-1) 미액의 정액으로 창조된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성장할 때의 상태는 인간의 일생 가 I 
S 운데 가장 약한 시기이다. 1 
j 2) 청년 시절의 강한 힘 ■ 
? 3) 노인 시절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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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이해 
하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을 봉하 
였노라 

60. 인내하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리라 그리고 확고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대의 신념을 동요 
하도록 두지 말라 

i대조5技心상^하 



제 31 장 루고만 

메카에서 계시된 34절로 이슬람의 기본원리를 다루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원리 즉 유일성, 예언자의 도래 및 부활 3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성서의 언급과 무함마드의 기적을 언급하면 
서 인도받은 후 진실을 구하는 이들은 패망하여 구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다는 것고ᅡ，현자 루끄만이 보여준 지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고 그것은 중용에 있음을 1절에서 19절 사이에서 언 
급하고 있다. 지혜와 지식은 확고하고 영속적이며 하나님이 창조주의 

목적을 실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깨담도록 하여 준다는 교훈 
이 20절〜30절 사이에서 제시되고 있다. 본장은 지혜가 기여하는 것 
과 하나님을 인식하는 비밀을 담고 있는 현자 루끄만의 이야기를 담 
고 있어「루끄만」장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 
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2권 op. cit，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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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 장 

자비로우시고 자에로우신 
하나님의 이^으로 

알리프 람 멈1ᅳ 

A■노，?; 
今 

必到 

2.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성서 
의 말씀이며1> 

3. 선올 행하는 자들을 위한 복 
음이며 자비라 

4. 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 
세를 바치며 내세를 확신하도다1> 

5.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을 자요 이들이 번성할 자들이 
라 

6.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무익한 
이야기로 아는 것 없이 하나님의 
길을 탈선케 하거나 그것을 조롱 
하는 자들이 있나니1》그들은 굴욕 
적인 벌을 받게 되리라2 * * * *ᅮ 

나，의‘향 

소 쇼5쳐方仏쇼 

雄샜收;齡성炎야II述起교권 

® 께빠꽤“체 

1- 1) 제2장 1절 참조 

2- 1) 본 장은 지혜에 관한 것으로 꾸란은 지혜의 성서 또는 지식의 성서라고 불리우고 있다. 제12 

절에서는 현자 루끄만에 관한 절로 현자는 지혜와 지식을 소유한 사람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을 의미한 것으로 본다. 이때 그 사람의 지식은 정 
확하고 실용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완전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 이상은 선지자 안에서 크게 완성되었 
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된 성서 안에서 완성되었다. 지혜로운 성서는 꾸란 명칭7V운데의 
하나이다. 

4-1) 본절에서 의로운 자는 다음 3가지에 의해서 묘사되고 있다. 

첫째，이들은 선을 갈구하되 의무와 사랑과 그리고 예배로써 갈구한다. 
둘째, 그들은 사람을 사랑하고 자선을 베푼다. 

셋째, 그들은 미래의 확신된 희망 속에서 자신들의 평안과 휴식을 찾는다. 

6-1) 선지자 무함마드 시절에「나디르 이븐 알 하리쓰」라는 한 이교도가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메세지 보다는 페르시아 유회를 더 좋아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을 그곳으로 유혹하여 하나님 
의 말씀을 전과하는데 반대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 여자 가수들을 사들여 그녀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려 했던 꾸레이족의 
한 남자에게 계시된 절로 풀이되고 있다(Muhammad Al-Mualim, op. cit, p.462). 



제 31 장 루끄만 : 7〜12 761 

7.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낭송 
될 때면 그의 두 귀가 벙어리로 
마치 그것을 듣지 않는것처럼 오 
만을 피우니 고통스러운 벌이 있 
을 것이라 경고하라 

8. 그러나 실로 믿음을 갖고 선 
을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천국이 있거늘 

9. 그 안에서 영생하니라 실로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이니 그분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10. 하나님은 너희가 보듯 기둥 
없이 하늘을 창조하셨고 대지 위 
에 고정된 산을 세워 너희로 하여 
금 혼들리지 아니 하도록 하였으 
며 그 안에 모든 동물이 번성하도 
록 하셨도다 또한 하늘로부터 비 
를 내리게 하여 그 안에 온갖 귀 

한 종들이 자웅으로 자라게 하셨 
노라 

11.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이거늘 그분 외에 누가 무엇을 창 
조 했느뇨 내게 보여다오 그러나 
죄인들은 분명히 잘못속에 빠져 
있노라 

12. 하나님은 루끄만에게 지혜를1》 
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했거늘 
감사를 드리는 자는 곧 자기 자신 
을 위한 것이며 감사할 줄 모르는 
자가 있다면 실로 하나님께서는 
자족하시 며 은혜로우시 니 라 

腐따。在!，쏘뺐넜ᆻ의犯 
©成M 起i찾錄성後, 

조교^左^。M써 ■고;O않 

© 뻤裝端 忠知있藏복 

與^육鼓셔化 
故)외넸; 棟휴接，후文방射 

©‘i班 명2與免 

巧J대^士故勢나파必却청述 
@ ‘終此每&귀g致 

12-1) 현자 루끄만의 생애에 관하여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가 오래 살았다는 것은 그의 
호칭 “무암마르” 즉 장수라는 것에서 추측할 수 있다. 그는 아드 백성 가운데 나이 많은 몇 
사람들에 의해 언급되고 있다(제7장 效절 참조). 그는 지혜를 겸비한 형태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사회에서 초라한 지위로 하인 또는 목수였을 것이라 전하여 지고 있다. 그는 언제나 
세속적인 힘과 권세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하디쓰에서도 루끄만은 현자였지 예언자는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주고 있다. 루 
끄만은 예언자가 아니나 사색이 깊고 믿음이 확고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매 하나님께서도 그 
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베풀었다(알꾸르뚜비 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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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루끄만이 그의 아들에게 훈 
계하사시 아들아 하나님을 불신하 
지 말라 실로 하나님을 불신함이 
가장 큰 죄악이니라 

14.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명 
령하여 부모를 존경하라 했거늘 
그의 어머니는 태아를 가짐과 이 
년간 젖을 먹이므로 말미암아* 허 
약하여지니라 내게 감사하고 그리 
고 네 부모에게 감사하라 내게로 
음이 최후이니라 

15. 그러나 부모가 그대로 하여 
금 그대가 알지 못하는 것을 숭배 
케 하여 나를 불신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들을 따르지 말며1> 현 
세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게로 
향해 회개하는 자의 길을 따르라 
그후 너희는 내게로 귀의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행한 
일들을 알려 주리라 

16. 나의 아들아1> 겨자씨 만큼이 
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돌속에 있던 하늘위에 있던 깊은 
땅속에 있던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들추어 내시거늘 실로 하나님은 
세심히 아시는 분이시라 

與해科梅多; 滿—^ 故 
紙倒홧 

切^別%峰料策 

잇多방않 도화5하고⑪6심그^心 

©々左與技_ 

13-1) 루끄만은 지혜를 겸비한 자의 모범으로써 나타나고 있다. 그는 이 세상에서 현명한 생활을 
실현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을 내적생활의 가장 고귀한 가정생활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슬람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는 진실한 인간의 지해를 역시 신성한 지혜로 보고 그 두 지혜 
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 보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지혜의 시초는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 
하고 있다(제31장 13절).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의 부모에게 효도함과(제31장 14절) 더불어 사람에게 의로워야 한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의무는 곧 하나이기 때문이다. 

15-1) 부모에게 효도함이 가장 큰 하나님의 율법이요 윤리라고 계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상을 
숭배 하도록 강요하는 부모의 말씀에는 순종해서는 아니됨을 제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가 
장 큰 죄악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불가능한 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이다. 하디쓰에서도 우 
상승배와 무신론은 가장 큰 죄악이라 말하고 있다. 

16-1) 루끄만이 그의 o!들에게 말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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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나의 o!들아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선을 행하고 악을 금하며 
네가 당하는 모든 것에 인내하라 
이것은 실로 용기가 필요한 것이 
니 라1> 

18. 그리고 너의 얼굴을 돌려 사 
람들을 경멸하지 말것이며 걸음을 
걸을 때면 거만하지 말라 실로 하 
나님께서는 오만한 자들을 사랑하 
시지 아니 하니라 

19. 걸을 때는 겸손하고 너의 목 
소리를 낮추어라 가장 중오스러운 
목소리는 당나귀 같은 소리라 

20.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 
과 땅속에 있는 모든 것이 너희에 
게 유용하도록 하였으며 그분의 
은혜를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너희를 위해 완성하셨음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뇨 사람들 중에는 지 
식도 없고 인도 받음도 없이 그리 
고 그들을 교화시키는 성서도 없 
이 하나님에 관하여 논쟁하는자가 
있더라1> 

21.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을 따 
르라 하니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 
이 하는대로 하리라고 그들욘 말 
하도다 이는 실로 사탄이 그들을 
타오르는 불지옥의 형벌로 유혹함 
이 아니더뇨 

i겠分明、>;선V 少;따내 t與 
© 벼느疏와 t; 

©多與松상犯、 

9雜雜겠起；。나요드부炎與 

淨必與物必低以쌨接방 S 
心명雄^^ 

17-1) 아부 하이얀은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첫째, 가장 큰 죄악인 불신을 금지하고 
둘째，창조주의 무한한 능력을 제시하였으며 
셋째，창조주에 순종하되 예배를 근행하고 선올 행하며 악을 멀리 할 것과 그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교훈이 제시되고 있다. 

20-1) 본절은 유대인들에게 계시된 절로 한 유대인이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와서 말하길，u그대 주 
님은 어떤 것인지 내게 알려주오”라고 요구하자 광음이 그를 덮쳐갔다고 꾸르뚜비는 풀이 
하고 있으며(알꾸르뚜비 74/14),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유일성에 관해 아무런 지식이나 예중 
도 없이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논쟁을 일삼던 나드르 이븐 하리스 및 아비 이븐 칼프에 대하 
여 계시된 것으로도 이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2권 (取 cit, ix30). 

■■빼部，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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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 
고 선을 행하는 자는 가장 단단한 
손잡이를 붙잡으니 만사의 종결이 
하나님께 있게 되니라 

23. 믿음을 거역한자 있다 하여 
그의 불신이 그대를 슬프게 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하나님께 귀의하 
나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을 알려 주리라 실 
로 하나님께서는 인간 마음 속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노라 

24. 하나님은 잠시 그들로 하여 
금 향락케 하다가 그들을 엄한 벌 
로 유도하니라1〉 

25. 만일 그대가 천지를 창조하 
신 분이 누구냐고 그들에게 묻는 
다면 하나님이라 말하리라 하나님 
을 찬미하라 그러나 그들 대다수 
는 알지 못하더라 

26.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 
님께 있나니 실로 하나님은 풍요 
와 자비로 충만 하심이라 

27. 지상에 있는 모든 수목이 연 
필이 되고 일곱개의 바다를 더하 
여 물로 가득찬 바다가 잉크가 된 
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모두를 
기록 할 수는 없나니 실로 하나님 
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요그」、고以스 소“;;i감^ 

©화次W벼빠 

다때化其炎져 

® 多;노양너〜‘X多 心 창15나 

® 빼;，必» 

© 以⑶必此강U孤^난나 

8 고^지、⑩놓유上쇼、多必,쇼 CSS 
스'6•의운玉¥色巧幻f 〒々士 

必 맹호公 

24-1) 인간이 현세에 머무르는 기간은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악함에 대한 최후의 벌은 
영원한 것으로 심판이 이르렀을 때의 회개함은 이미 늦어버린 것이다. 

하디쓰에서도 현세의 삶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현세에서 사는 것은 마치 그대가 여행자의 입장에서 어느 지점을 지나가는 것 같이 살지 
어다” 

또한 그대가 밤을 맞이했을 때엔 아침을 기다리지 말며，그대가 아침을 맞이했을 때는 저녁 
을 기다리지 말 것이며, 그대가 건강할 때 그대의 질병을 생각하고，그대가 살아 있을 때 그 
대의 죽음을 생각할 지어다(부카리). (최영길，하디스 40선 해설，신행사，1982,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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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너희를 창조하고 또 부활시 
키는 것은 한 생명을 창조하고 부 
활하는 정도와 같아서 실로 하나 
님은 들으시고 지켜보고 계시노라 

技逆廢^。拜此後?起與改 

29. 하나님께서는 낮 다음에 밤 
이 오게하고 밤 후에는 낮을 오게 
하시며 태양과 달을 그분의 법칙에 
따르게 하시니 모든 것이 제 운행 
을 하고 있음을 너희는 알지 못하 
느뇨 실로 하나님은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必必여 찼接，。雜淑일£觸 
此疏자，應고沒대;私S 

30. 이는 하나님께서 진리이기 
때문이라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승 
배하는 것은 허위라 실로 하나님 
은 가장 높고 위대하심이라 

公농a必々 

31.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배들이 운행함을 알지 못하느뇨 
이는 그분 예증을 너희에게 보여 
주심이니 실로 그안에는 인내하고 
감사하는 모든 자들을 위한 예증 
이 있노라 

立名요♦여대必與■ 최;산 

32. 산과 같은 파도가 그들을 덮 
칠 때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청 
하고 그분께 성실히 복종하매 하 
나님이 그들을 육지로 구출하니 
그들 중에는 중간에 있는자 있고 
또 거역하는자 있도다 그러나 어 
느 누구도 하나님의 예증을 거역 
하지 아니하나 은혜를 망각한 불 
신자들은 제외더라 

巧피述#勤與 一聲拜往체 
피;次^ 느1 아味 

33. 백성들이여 너희 주님을 경 
외하고 다가올 그날을 두려워 하 
라 그때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도 
움이 되지 못하고 아들이 그의 아 
버지께 무익 하도다 실로 하나님 
의 약속은 진실이나니 이 현세가 
너희들을 현혹토록 해서는 아니되 

사的系與도 1;외換，J，®歎! 
? 상낭 i생유一 발간〜 

향其遠'해被與珍巧ᆻ， 
©효分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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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유혹하는 자들이 너희를 유혹 
케 하지 않도록 하라 

34. 심판의 날과 비가 내림과 태 
아에 있는 것과 너희가 매일 무엇 
을 얻을 것이며 너희가 어느 곳에 
서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 
만이 아심이라1> 실로 하나님은 지 
혜와 아심으로 충만하시니라 

抄과 패I앗여此從必必 
心쇼巧術9起또於應犯 

© 仏必.與改고 

341) ① 언제 심판의 날이 도래 할 것인가? 

② 구름과 비를 구성 하는 것 
③ 생명의 탄생 
④ 매일 매일의 육체적 생활 
⑤ 죽음등에 관해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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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장 싸즈다 

메카에서 계시된 30절로 전장과 마찬가지로 이슬람의 기본 원리인 
창조주 존재에 대한 믿음，내세와 성서들 그리고 선지자들 및 부활에 

대한 믿음을 다루고 있다. 창조의 신비, 내세의 신비 및 종말의 신비 
는 외적 상징으로써 인간에게 알려지지 아니하고 있다. 믿음으로서 
그리고 겸허한 예배와 기도생활에 의해서 그 신비들이 인식되고 진실 

한 예배 생활에 의하여서만 축복받을 수 있다. 그 축복은 비가 내려 
죽은 딸이 생동하는 것과 같다는 교훈이 제1절〜30절 사이에서 제시 
되고 있다. 또한 본장이 알리프. 람. 임으로 시작되는 마지막 장이기 
도 하다. 본장이「싸즈다」장이라 불리게 된 것은 본장 15절에서 계시 
되고 있듯 창조주에 대한 가장 겸허한 자세는 엎드려 예배보는 것(싸 
즈다)으로 보기 때문이다. "말씀이 낭송될 때 우리의 말씀을 믿는 자 
들은 부복(싸즈다)하고 그들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거만하지 아니 
하노라”(본장 제1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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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장 

자비로우시고 자에로우신 
하나님의 이^으로 

1. 알리프 람 임1> 

2. 이것은1ᅭ 의심할 바 없는 만유 
의 주님으로부터 계시된 성서의 
말씀이라 

3. 혹은 그가1} 그것을 날조하였 
다2〉라고 그들이3》말할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은 그대 주님으로부터 
의 계시된 진리이며 이는 그대 이 
전에 어떠한 경고자도 오지 아니 
한 백성에게 그대로 하여금 경고 
하여 그들이 인도 받도록 함이라 

4.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그리 
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엿 
새 동안에1> 창조하신 후 권자에 

1- 1) 제2장 1절 참조 

2- 1) 꾸란 

3- 1) 무함마드 
2) 무함마드가 꾸란올 기록한 것이라 불신자들이 말하고 있으나 꾸란은 무함마드에 의해서 기 
록될 수 없었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이라는 것은 다음 사 
항으로 보아 분명한 사실이다. 

첫째，꾸라이쉬족이나 무함마드를 비난했던 어느 누구도 그가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이라는 
' 것을 알고 있었고, 

둘째，그는 글을 읽올 수도 쓸 수도 없는 문맹인이었기 때문에 무함마드가 그 성서를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며, 

셋째，무함마드를 통하여 말씀이 계시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결정적 요인이 있었다• 

모세와，예수를 통해서 계시된 구약 및 신약이 위정자들에 의해 오역이 되었거나 창조주의 
말씀을 삭제 및 때로는 말씀을 중가하여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있어 새로운 신의 
계시가 필요하게 되었고 인류 공동체에 선지자를 보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3) 메카 꾸레이쉬족의 불신자들 

4- 1) 제7장 54절 참조. 

눈 깜박할 사이에 충분히 창조 할 수 있었으나 뜻이 있어 6일 동안에 걸쳐 창조하였으니 서 
둘지 아니함은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교훈으로 가르치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싼은 해석하 
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2권 op. cit, p.36). 
창조기간은 창조한 첫째 날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6일간으로 풀이되고 있다(Tafsir 
Al-Jalallain, Maktaba Al Millah Dimasq, p.548). 

Q흣었홧 I 切巧-今 

6 강 j 
- 

® 은⑷々◎쇼巧M◎公※ : 

향착씨。义之冗今女은 하 
必。괘;與a⑩빠제 

接고成分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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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섰으니 그분이 아니면 너희에 
겐 어떤 보호자도 중재자도 없노 
라2> 너희는 이를 교훈으로 받아들 
이려 하지 않느뇨 

5. 그분은 하늘에서부터 땅에 이 
르기 까지 만사를 주관하시며 심 
판의 날에 모든 것이 그분에게 귀 
의하니 그 기간은 너희가 헤아리 
는 천년과 같으리라 

6. 이분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도 아시는 분이시며 권능 
과 자비로 충만하신 분이시라 

7.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모 
든 것을 가장 조화있게 두셨으며 
인간을1> 흙에서 창조하기 시작하 
셨노라 

8. 이리하여 한방울의 정액으로 
부터 인간의 자손을 지으셨노라 

9. 그런 후 그것을 형상으로 만 
드사 그 안에 그분의 영혼을 불어 
넣고 청각과 시각과 심장을 주셨 
노라 그러나 너희는 감사하는 마 
음이 크지 못하더라 

10. 땅속에 묻혀 흙이 된 후 다 
시 창조된다는 말이뇨 라고 그들 
은1> 말하도다 그들은 주님과의 만 
남올 불신하고 있더라2> 

©i接筋活 

石义4誤 숏 必넷山b(。셋於: 

조설，타여久설必雜 

多U巧應■接첫 
©典 

© c在存》占장^心以0작 

대져多以^ 
섶 色今^^^햇i 

J ☆과、충요 C보신I 스도山도나나깊 fe; 

2) 창조주의 벌을 막아줄 보호자가 창조주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중재할 수 없는 중재자. 

7-1) 아담 

10-1) 메카 꾸레이쉬족의 불신자들 
2) 부활을 부인하고 있다. 

■ 好 "성^고1■，，鑛닛的.며^1혀os요화면■며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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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1. 일러가로되 너희를 맡고 있 
1 는 죽음의 천사가1> 너희를 임종케 

하리니 너희는 너희 주님께로 귀 
1 의하노라 

路雜與如놘1‘雄沒巧 ； 

12. 죄인들이 그들의 주님께 그 
들의 고개를 숙이며 주여 저희들 
은 지켜 보았으며 들어 보았습니 , 

다 저회가 다시 현세로 돌아가도 
록 하여주소서 그리하면 저회가 

1 선을 행하여 믿는 자들이 되리라 
5 하더라 

以致按적녀*，방我多 
©必■대략대 

13. 만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 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음을 

주었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으로부 
1 터 말씀이 실현되리니 하나님께서 

영마와 사람들 모두로 지옥을 채 

우리라 

& ⑶多빠시•述^ 

14. 너희가 오늘의 만남을 망각 
하였으매 맛을 보라 또한 하나님 
은 너희를 생각치 않으리니 너회 
7V 저질러온 것에 대해 영원한 벌 
욜 맛보게 하리라 

與以仏텐고文5聲U起다起노 
©必起身 y생과 

15. 말씀이 낭송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부복하고1ᅭ 주 
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거만하지 
아니하노라 

松與W多 IS必，敬,占製1 

©以客요版;多成 

16. 그들의 손발은 그들의 침상 
: 을 멀리하고” 두려움과 희망으로 
j 그들의 주님을 부르며 우리가 그 
^ 들에게 베푼 양식으로 자선을 베 
3 푸노라 

최；최나次리聲 
© 么多《묫v있技，，호 1 

^ 11-D 죽음을 담당하는 천사는 이즈라엘 천사로 알려지고 있다• 

! 15-1) 숫자단: 부복하여，엎드려가 그 언어적인 뜻으로 최대의 겸손과 깊은 신앙의 표현이다 본 
3 장이 싸즈다라 불리우게 된 동기도 여기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뇨 16-1) 밤늦게 잠을 자지 아니하고 드리는 예배를 의미한다. 해설가들은 한밤중 이후 아침 시각에 
5 들기 전에 12 라카아를 드리는 예배인 타하주드를 가르키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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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아무도 모를 것은 그들이 행 
1 한 것에 대한 보상이니 그들을 기 
쁘게 할^ 숨겨진 것이라 

변슛닛와 과^爲}與均표 
必쇼法 

18. 믿음을 가진자가 사악한 자 
와 같을 수 있느뇨 그 둘은 결코 

| 갈을 수 없나니1ᅭ 

19.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 
^ 들은 천국이 그들의 안식처가 되 

매 이는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 환대라 

데여•다2鄭 ^ 

©(成I 

20.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불지 
1 옥이 그들의 거주지거늘 그들이 
그곳으로부터 도주하려 할 때마다 

| 그들은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 
\ 어 불지옥의 벌을 맛보라 이는 너 

회가 불신한 것에 대한 죄값이라는 
1 말을 그들은 듣게 되리라 

以도派地效妙^^必3정明 1 

i■디놘했”典^^接: 

必^與，? 

21. 하나님은 가장 큰 벌에 앞서1》 
가까운 현세의 벌을 그들로 하여 
금 맛보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속 
죄하기 위함이라 

내니i冗d쟀님明版씼환성 S 

©대외U微 

22. 주님의 말씀올 기억한 후 그 
1 말씀을 배반한 자보다 더 사악함 

이 어디에 있느뇨 실로 하나님은 
1 죄인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 

밖冷按浴今弟必^G ' 
® 心용占고 1 

i 17-1) 꾸르라트 아이유니 : 눈의 기쁨，눈을 위한 위로，둥의 언어적 의미를 갖고 있는 이디엄으로 i 
1 최대의 기쁨과 최대의 만족을 주는 관용구로 사용된다. 

1 18-1) 믿음을 가진 신앙인과 믿음을 갖지 않는 불신자가 현세에서 보상이 갈지 아니 하듯 내세에 
j 서의 보상도 결코 갈을 수 없나니 ； 

t 21-1) 최후의 벌은 내세에서 온다는 것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내세의 벌 즉 심판이 
이르기 전에 현세에 사는 동안 조그마한 재앙들이 나타난다. 그것은 물론 불행이라고도 할 1 

1 수 있다. 큰 마음의 상처나 슬픔일 수도 있다. 이러한 조그마한 재앙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회개할 기회이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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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서를1》 
주었나니 그가 성서를 받았음에2》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것으로 

이라엘 자손의 복음이 되도록 하 
였노라 

시노公,於었‘허一■此드 
@ 乂必■나公收‘;〜政 G 

24.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1》지도 
자들을 두어 그분의 명령으로 그 
들을 인도하도록 하였으니 그들이 
인내할 때라 그들이 또한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라 

여^ᄄ도 

25. 실로 그대의 주님은 심판의 
날 그들이 서로 달리했던 것들을1〉 
심판하시니라 ® 心%상-心 

26. 하나님이 이전에 많은 세대 
를 멸망시킨 것이 그들에게 교훈 
이 되지 아니 했느뇨 그들의 거주 
지에서 그들은 지금도 방황하고 
있느뇨 실로 그 안에는 말씀이 있 
건만 그들은 듣지 아니 함이라 

여，여최때나CT 

湖^雜故! 和其起 

27. 메마론 황무지에 물을 대어 
그것으로 농작물을 재배케하여 그 
들의 가축들과 그들 자신들이 그 
로부터 섭취하도록 했음을 그들은 

5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느뇨 

©占J其炎수#^^成匕必던 O 

| 28. 만일 그대가 진실이라면 언 
제 심판이 오느뇨 라고 그들이 물 

으매 

© G능一之玄값多」^、^노 

幻-1) 구약성서(타우라) 
2) 리까이히에서 “리까이”는 만나다 라는 뜻이나 접미어 “히(hi)”에 대해서는 2가지 견해가 있 
다. 첫번째 견해는 모세에게 계시된 구약성서를 가르키는 접미대명사로 보는 견해와 두번째 
는 선지자 무함마드가 이스라 밤 하늘에 승천하여 만난 모세로 보는 견해다<Muhammad 

Al-Mualim, op. cit, p.469). 

1 24-1) 이스라엘 자손중에서 

25-1) 종교，부활 및 보상과 응벌에 관하여 신앙인들과 불신자들간에 의견이 달랐다고 따바리는 
풀이하고 있다<알따브리 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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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러가로되 심판의 날 불신 
한 자들의 믿음은 유용함이 없으 
며 그들에게는 믿음을 가질 기회 
도 기다리지 아니 함이라 

30. 그러하매 그들로부터 멀리하 
고 기다리라 그들은 실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 

致^^^™■致^■■羅^^^^國期^網通^^雜活^■!裝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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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장 아흐잡 

메디나에서 계시된 73절로 이슬람 공동체 생활에 관한 이슬람법을 

다루고 있다. 특히 무슬림의 개인생활과 공동생활을 언급하면서 사회 
생활의 근본이 되는 가족에 관한 법규를 자세히 다투고 있으며，다른 
한편으로는 이슬람에서 벗어난 전통과 관습 그리고 미신을 배격하고 

있 다. 

본 장의 개요를 크게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지침서 및 이슬람의 예의 
2) 규범과 이슬람법 
3) 아흐잡과 바니 꾸라이자의 침략에 관한 이야기 
메카 꾸라이쉬족은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무슬림들을 중상 모략하 

고 박해하였다. 그래서 일부는 무슬림들은 아비시니oKAbyssinia)로, 

일부는 메디나로 떠났다. 이것을 헤즈라 라고 한다. 메카 꾸라이쉬 불 

신자들의 군대와 무슬림 사이에 발생한 최초의 충돌은 헤즈라 2년 라 
마단 달 바드르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 전투에서 꾸라이쉬 군대는 패망하였다<제3장 13절 참조). 다음해 
헤즈라 3년 샤활 달 메카 꾸라이쉬 부대는 바드르 전투에서 패배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메디나를 공격하여 왔다. 이때의 전투가 우흐드 
에서 벌어졌다하여 우흐드 전투라 하는데 이 전투에서 메카 꾸라이쉬 
군대가 무슬림 군대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지만 메디나는 방어되고 꾸 
라이쉬 군대는 패망하여 다시 메카로 돌아가야 했다. 

그들은 다시 음모와 동맹의 속임수로 헤즈라 5년 사활 달과 둘까으 
다 달에 1만명으로 구성된 부대를 이끌고 메디나를 공격 포위하였다. 

이것은 연 1H아흐잡)군의 동맹에 의한 포위였다(제效장 9〜27절 참조). 

이 포위상태는 2〜3주간 계속되었는데 이 기간동안 무슬림 병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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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과 굶주림，추위 속에서 끊임없이 빗발처럼 쏟아지는 하살의 공 
격을 받았다. 그러나 이 전투 역시 연합군의 패배로 끝났으며 이후 이 
슬람은 전보다 더욱 강화되었다. 

적을 패배케 한 전투 중의 하나가 선지자 무함마드의 명령에 의해 
살만 알파라씨 지휘하에 준비된 참호라는 의미의 칸다트 전투였다. 

그래서 이 전투를 참호전쟁 또는 연합군의 전쟁이라는 의미의 가즈와 
트 알아흐잡 전쟁이라고도 불리운다. 

한편 선지자 무함마드 가정의 여성들 및 무슬림 여성들은 여성 자 
신들을 험담과 모욕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며 여성들의 위치를 지 
켰다. 특히 선지자 무함마드 가족의 여인들은 스스로 사회 봉사에 관 
심을 갖고 여성 무슬림 사회교육에 봉사하면서 여성 무슬림들의 사회 
봉사가 증가되었다. 그들 중 두명의 자이납은 스스로를 가난한 사람 
들을 위해 헌신하였다. 전쟁으로 인하여 부상당한 병사들과 무슬림들 
을 위한 간호가 가장 필요한 그 시기에 선지자 무함마드의 딸 파티마 
는 19살로 헤즈라 3년 우호드 전투에서 아버지를 간호했고，루파이다 
는 헤즈라 5년 연합군에 의해 메디나가 포위되었을 때 상처를 입은 
싸아드 이븐 무아즈를 간호하였고，헤즈라 7년 카이바르 원정때에도 
무슬림 여성들이 참여하였다. 

인간관계에서 미신적 관습은 제거되어야 하며 남성과 여성은 그들 
의 사회적 그리고 정신적 관계에서 그들의 명예와 위치를 지켜야 한 

다는 것을 제1절〜8절까지에서 언급하고，9~27절 사이에서는 참호전 
과 그 교훈이，28~述절 사이에서는 선지자 무함마드 아내의 위치와 
품행이, 53〜73절 사이에서는 선지자의 가족을 존경하는 것은 무슬림 
의 의무라는 것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본 장이 아흐잡《연합 또는 동맹)이라 불리우게 된 동기는 불신자들 
이 여러 곳으로부터 연합하여 무슬림들을 공격한 이유로「아흐잡」이 
라 불리우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디{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2 

권 op. dt,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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隨SlKi探HiH後^■腦S按^强雜^^^理 

제 33 장 

자비로우시고 자에^우신 
하나님의 이^으로 

1. 예언자여 하나님을 두려워하 
되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라1> 실로 하나님께서 
는 아심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2. 그대 주님으로부터 그대에게 
계시된 것을 따르라 실로 하나님 
깨서는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아시 노라 

3. 하나님께 의탁하라 하나님만 
이 보호자로써 충분하니라 

4.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 
의 한 몸에 두 개의 심장을 두지 
아니했으몌> 또한 그분은 너희가 
너희 아내를 어머니처럼 가증하여 
이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2ᅭ 또 

■r•국…:，,■學■ 
q소玄多 i(i쇼^조M>U-—^ 

야_必與;與桃냐與，雜 
的값 

以科⑷就成 성※쇄技匕⑶ 
©應 

必 빠^建낮^K)^ 

#部 거^실 ᆻ항 

쑈향⑶別次賊요妙) 

1-1) 헤즈라 5년째 되는 해는 이슬람 초기 역사에서 외적으로 중요한 한해였다. 그래서 본장을 이 
해하는데는 그 당시 일어났던 사건들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본장 서 
문에서 설명했듯이 대규모의 부족 연합군이 이슬람에 반대하여 메디나를 침공하였으나 완전 
히 실패하였다. 그 연합군은 메카 꾸라이쉬 불신자들과 중앙 아라비아의 사막 유목민들，반 
역행위로 메디나로부터 추방당했던 유대인들，메디나 안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압 
둘라 이븐 우바이가 이끄는 위선자들(제4장 43-110절 참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이 연합한 목적은 이슬람을 증오하고 이슬람에 대적하기 위해서였으나 그들의 목적은 
실패하고 말았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3가지 요점은， 
첫째，유대인들은 이슬람을 수호할 그들의 마지막 기회를 상실하였다. 그들 대다수는 이미 

하나님의 메세지가 다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들째, 믿는 여성들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아이샤에 대한 중상모략이 있은 후 선지자 무함 
마드의 가정에 하나의 명예가 주어졌으니 그것은 바로 “믿는 사람들의 어머니11이란 칭 

호였다. 
셋째，자이나브의 이야기에 근거를 둔 성관계의 순결이 제시되었으며 자이나브는 “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란 명예를 얻게 되었다. 

4-1) 본절은 교만한 꾸라이쉬족 가운데 한 남자에 관하여 계시된 것으로 “그는 그의 몸 안에 두 
개의 심장이 있어 그 두 심장 각각은 무함마드의 심장보다 그 지혜로움이 우월하다고 주장 
했을 때 내려진 계시라고 ”무자히드•■는 풀이하고 있다(알꾸르뚜비 iie/14). 

2) 이것은 사악한 옛 아랍관습의 하나로 남편은 자기 이익에 사로잡혀 그의 아내로부터 아내로 
씨의 권리를 박탈하곤 하였다. 그렇게 하여 아내에게 재혼할 자유를 주지 아니하고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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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분은 양자로 택한 아들을 너 
회의 아들이라고 하지 아니 하도 
록 하셨노라3》그것은 단지 너희 
입으로 하는 말일 뿐이라 하나님 
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고 옳은 
길을 제시하여 주시노라 

5. 그들을 부를 때는 그를 낳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르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그를 낳은 아버지 
이름을 모를 경우에는 믿음을 가 
진 그의 형제 또는 보호자의 이름 
으로 부르라1> 실수한 것은 너희에 
게 죄가 아니나 너희 마음이 의도 
적이었다면 너희가 죄인이라2} 실 
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 
하심이라 

6. 예언자는 자기 자신들 보다 
믿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며1} 그 
의 아내들은 그들의 어머니들이요 
그들 서로간의 혈육관계는 하나님 
의 율법에서 믿는 사람들과 이주 
자들이 형제 관계보다 더 가까운 
인간관계라2> 그러나 가까운 동료 
들에게 자선을 베풀라 그것도 하 
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노라3호 

노예처럼 자기에게 부속시켜 놓았다. 이것은 “아내는 그의 어머니와 갈은 것”이라는 말을 함 
오로써 이러한 종속관계가 발생하였다. 그 후엔 그 여성은 부인으로써의 권리도 요구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남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고 재혼할 수도 없었다. 이러한 
폐습은 용서 될 수 없는 것으로 가장 엄한 형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본 절의 내용이다. 

3) 양자로 택한 아들은 자기가 낳은 자손이 아니므로 자기의 o}들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 

기가 낳지 아니한 아들을 자기 자손이라 한다는 것은 진리가 진리 아니요^ 사실이 사실이 아 
니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진리와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요 사실이기 때 
문이다, 

5- 1) 노예로써 아버지의 이름을 상실하여 자기 아버지의 본 이름을 찾아 낼 수 없을 경우 o}# 또 
는 자손이란 용어 대신 가까운 우정관계를 의미하는 ᅳ의 "마울라”라는 용어로 부르거나 형 
제(Brother》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교훈으로 본다. 

2) 그를 낳아 준 아버지의 이름을 알지 못하여 믿음을 가진 형제나 또는 보호자의 이름으로 부 
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것이 의도적일 때는 죄악임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6- 1) 예언자 및 선지자들은 정신적 관계에서 타인을 사랑함이 자기 자신과 그의 혈육관계에 있는 
자들보다 더 커야 하며 이때 신앙인들은 정신적 지도자로써 그를 따르게 된다는 것으로 본다. 

2) 혈육관계에 있는 이들은 상속을 받음에 있어 무하지린과 안사리에 우선한다는 것이며， 
3) 그러나 무하지린 및 안사르 그리고 그들에게도 유산의 분배가 허용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其^爲 

^公향 i봉 넷라]대多;^誤방고보상 
고石仏향A ⑯난쌌회I;的 
滿 寒#스淡I效九상江技出落 

®\향^ 

典계炎銳ᅫ% 凶， 
乂u久노ys與요aj 

범究^빼꽤| 
© 호注워짯쇼호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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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나님이 예언자들과 성약을 
하사1》그대와 성약했듯이2》노아 
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마리아의 
아들 예수와도 하나님은 신성한 
성약을 했노라 

8.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 
심올 묻고자 함이요1> 불신자들에게 
는 고통스러운 벌을 준비하셨노라 

9. 믿는 사람들이여 너희에게 베 
풀어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적군이1> 너희를 공격 하여 왔을 
때2ᅭ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보 
지 못한 폭풍과 군대를 보냈노라 
실로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고 있 
는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10. 그들이 너희 위쪽과1> 너희 
아래쪽으로부터2> 공격하여 왔을 
때 눈은 몽롱하여지고 마음은 공 
포로 목까지 올랐으며 너희는 하 
나님에 대한 무익한 생각들을 시 
작하였노라 

11. 그곳에서 믿는 자들은 시련 
을 받고 격렬하게 동요되었노라 

12. 그때 위선자들과 마음이 병 
든자들은 하나님과 선지자는 우리 

복治々士J고푠色도(1^多。ᄐ^ ^ 
조_하떠々최W爲 

호 越雄^^與고 

炎域幻逆必 I 次的，故Si獻 
화빼社■향公과« 

©!^. 

(3다K多美匕었; 衣“노 
與고>故빼셔때， 

(一 

©빼故^，料 

版災各;*남진(部%與S 故與 

7- 1) 제3장 81절 참조 및 비교 
2) 연대 순으로 선지자들의 이름이 계시되지 아니하고 무함마드의 이름이 선행되어 계시된 것 
온 무함마드의 임무에 대한 은혜 때문이라고 바위와위는 풀이하고 있다<알바위타위 11V1). 

8- 1) 부활의 날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그들 백성들에게 메세지를 전한 것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함이 요* 

9- 1) 꾸레이쉬，가뜨판，꾸라이자 유대인과 바니 나디르 부족으로 구성된 연합군 
2) 그 당시로써는 대 부대인 1-2만명으로 구성된 부대를 이끌고 공격하여 왔다. 헤즈라 5년 메 
디나에서 있었던 칸다크 전투를 말한다. 

10- 1) 동쪽으로부터는 o}싸드와 가뜨판이 이끄는 군대가 계속 위에서 공격하여 왔고 
2) 서쪽으로부터는 꾸라이쉬，카나나，아우바스 군대가 공격하여 왔으며 여기에 바니 꾸라이자 

가 합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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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만하는 약속밖엔 하지 아니 
하였도다1> 라고 말하며 

13. 그들 중의 어떤 무리는1》야 
쓰리브2》의 주민이여 여기는 당신 
들이 설 자리가 없나니 돌아가라 
고 말하고 그들 중의 다른 무리는 
선지자께 허락을 구하며 우리 집 

들은 텅 비어 노출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나 노출되어 있지 아니 
하도다 그들은 단지 도주하려 할 
뿐이^^ 

14. 적이 곳곳으로부터 침입하여 
들어와 무슬림들을 살해하라는 요 
청을 받았을 때1> 그들은 그렇게 
하는데 지체하지 않했더라 

15. 그들은 앞서 하나님께 성약 
하여 등을 돌리지 않으리라 했으 
니1> 하나님과의 성약에 관하여 질 
문을 받게 되리라 

16. 일러가로되 만일 너희가 죽 
음이나 전쟁에서 도피하여 잠시동 
안의 향락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 
은 너희를 유용케 하지 못하리라 

17. 일러가로되 하나님께서 너희 
에게 재앙을 내리고자 하실때 또 
는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하 

© 112성|때 

少;松於其必합爲炎與】^ 

多pi 유好送^^오!^炎 
© 땟께G起⑶!과숏향I我逆 

轉"써배와폐; 

\%<^^ 님功 (I드&대!고향보》 

도GS넣i乂Sj? 휜多起系法多도JW" i 

© 製-必^^接於^炎 

12- 1)「무으라브 이븐 까쉬르」는 말하길，1▲무함마드는 페르시아와 로마를 정복한다고 약속하였 
으나'어느 누구도 일개 분대를 퇴치할 능력이 없으니 무함마드는 우리를 기만하지 아니했 
는가?”라고 하였다(알씨위가 전함). 

13- 1) 아우쓰 바니 꾸라이자 및 우바이 이븐 쓸룰과 그들을 따랐던 위선자들 
2) 메디나 도시의 옛 이름 
3) 메다나 시 외곽 참호에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던 중 일부 위선자들은 시내의 자기 집들을 보 
호할 사람이 없다는 핑계로 도주하려 하였다. 

14- 1) 위선자들 

15- 1) 칸다크 전투 이전 그리고 바드르 전투 이후 위선자들은 전투에서 도주하지 않겠다고 맹세 
하였으니 



제 33 장 아흐잡 : 18〜20 780 嚴公. 

실 때 누가 이를 막으료 하나님 
외에는 어떤 보호자나 돕는자도 
그들은 발견치 못하리라 

18. 너희 가운데 선지자를 방해 
하는 자와 그의 형제들에게 우리 

2 에게로 오라 말하는 자들을1> 하나 
님께서 알고 계시도다 그들은 잠 

：; 시동안 싸움터에 갔을 뿐이리@ 

삔與典與與與※藏功技1炎고 

19. 너희 믿는 자들을 위한 그들 
의 도움은 하찮은 것이거늘 그러 
나 공포가0 엄습할 때 그대는 그 

£ 들을 보리니 그들의 눈은 죽음에 
이른 휘둥거리는 눈이더라 그러나 

1 공포가 사라지면 그들은 그들의 
i 날카로운 혀로 그대들을 비난하니 

이는 전리품에 대한 욕심일 뿐 그 
1 들은 믿지 않했도다각 그리하여 하 

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들을 무익 
하게 하였으니 그러한 일이란 하 
나님께 쉬운 일이라 

雜 G與%항6與於峰與災화 

必呼짐| 뇨과여。，화版技 
춰抄多폐☆、심남典故 f 

@ iX싫사녁作 (최美起 兵조多 

20. 그들은1》연합군이 아직 떠나 
지 아니 했으리라 생각하고 있어 
만일 그 연합군이 다시 진격하여 
온다면 그들은 유랑하는 유목민과 
더불어 사막에 은폐하여2& 너희에 
관하여 알고자 할 것이며3> 만일 
그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 해도 그 

1 들 소수를 제외하고는 싸우지 않 
으리라 

1보2쇠炎소度！^冬ᄍ 
화起자%보接V]效k必與샀s볏 

유 18-1) 무함마드를 따르지도 말고 그와 함께 전투에 임하지도 말라고 말한 위선자들을 
2) 그들 위선자들이 잠시 전투에 임한 것은 그들의 신앙에서가 아니라 위선에 불과했도다. 

19-1) 전투 및 전쟁 
2) 하나님과 선지자를 믿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만을 위해 믿는 척하였던 위선자 
들이었을 뿐이다. 

20-1) 위선자들 
2) 싸우지 아니하고 피하기 위하여 메디나에 남지 아니하고 사막으로 도망기서 
3) 어느쪽이 승리하였는지를 탐지하려 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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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진실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훌륭한 모범이 

5 있었거늘 이는 하나님과 내세와 
1 하나님을 염원하는 것을 원하는 

자를 위해서라 

j 
※公藏以^드신섟—cj多i往公軟32 

系 

22. 믿는 사람들이 연합군을1> 보 
J 았을 때 그들이 말하길 이것은 하 

나님과 그분의 선지자께서 약속한 
1 것이거늘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 
1 는 무엇이 진실인가를 무리에게 
j 말씀하셨도다와 이리하여 그들에 
1 게는 신앙심이 더해지고 순종함이 
j 더하여 졌더라 

■여:빼빼폐，■ 

公ᄄ상^고싯쑈策 
©벼 

23. 믿는 사람들 중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성약에 충실한 

1 사람들이 있고1> 그들 중에는 그들 
의 맹세를 다 하는 자 있으며2> 아 
직 기다리는 자들이 있으나 그들 

I 은 결코 그들의 결심을 바꾸지 아 
| 니 하니라 

逆%몇々고J 쌌과 

24. 하나님께서 진실한 사람들에 
게는 그들의 진실함으로 보상을 

3 주실 것이며 위선자들에게는 벌을 
i 내리실 것이요 또는 그분의 뜻이라 

면 그들을 용서하리니 실로 하나님 
I 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1•必⑮천나^起피此1起致 1 

25. 하나님께서는 분노한 불신자 
5 들을 물리치시니 그들은 o}무것도 
f 얻지 못하고 믿는자들은 전쟁을 하 

나님만으로 충분하였으매 하나님 
1 은 강함과 권능으로 충만하심이라 

©授^써滿닛抄 

S 22-1) 불신자들로 구성된 연합군 
； 2)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의 시련은 하나의 시험으로 그 시험에 인내할 때 적에 대한 승리가 있 
I 다는 것을 하나님과 선지자는 믿음올 가진 신앙인들에게 약속하셨느니라. 

j 23-1) 전쟁이 발발하면 선지자와 함께 순교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는 신앙인들 
2) 아나쓰 이브누 나디르와 함자처럼 순교할 것을 맹세하고 그들의 의무를 다하는 신앙인들 

^■闕^^^™^圖圖■腦^^^^，^^^^^^^■繼隨^，^國■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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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그분께서는 그들을1》도운 그 
성서의 백성들을23 그들의 본거지 
로부터 쫓아내고 그들의 심중에 
공포를 던지매 너희는 일부를 살 
해하고3> 일부는 포로로 잡았노라4> 

;必與나，# 必在難賊S與與 
65接义향域생다於必後 

©裝 

27. 그리하여 그들의1》땅과 그들 
의 집과 그들의 재산과 너희가 보 
지 아니한 대지를2> 너희에게 상속 
하여 주었나니 실로 하나님은 모 
든 일에 전지전능 하심이라 

형轉藏;챘此必도部端典光 
©皮與휴조)以起應 

28. 예언자여 그대 아내들에게1> 
일러가로되 그녀들이 현세의 삶과 
허식을 원한다면 이리로 오라 세 
상을 즐기도록 이혼을 하여 줄 것 
이니 이것은 해가 없는 이혼이라 

幽낼以與以교却逆成했峰其 
© 일상^^b 多勢逆想承技 

26- 1) 연합군 
2) 불신자들을 도와 준 바누 꾸라이자 유대인들 
3) 800ᅳ900명 이상이 살해된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음 
4) 여성과 아이들 
본 절은 바니 꾸라이자 유대인에 대하여 계시된 절로써 바니 꾸라이자는 선지자 무함마드 
와의 성약을 위반하고 꾸레이쉬족의 불신자들에게 합세 하였다. 한편 이들 불신자들이 패 
배하자 이들 꾸레이쉬족은 메디나로부터 도주하였고 꾸라이자는 포위되어 사아드 이븐 무 
아즈 판결이 적용되었으며 남자들은 살해되고 여성들과 아이들은 포로가 되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2권 op. cit, p57). 
싸아드 이븐 무아즈는 유대 율법에 기록된 것보다 온화한 판결을 적용하였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불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 중에서 네가 탈취한 모든 것은 네 것이니 취하라 네 
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 
라”(신명기，22장 13-14절》그래서 바니 꾸라이자 부족의 남성들은 살해되었고 여성들은 전 
쟁 포로로서 팔려 갔으며 그들의 영토와 재산은 무하지린 사이에 분배되었다(Abdullah Y. 

Ali, op. cit, p.112 Note No.3704). 

27- 1) 바니 꾸라이자 
2) 바니 꾸라이자를 패배시킨 후 정복한 카이바르 지역，카이바르는 메디나 도시 북쪽으로 90 

마일쯤에 위치하고 있다. 

我-1) 선지자 무함마드의 순결한 배우자들(아즈와즈 무따따하라》에 관하여 언급되고 있다. 

무함마드의 첫번째 결혼은 무함마드의 나이 次세 되었을 때 그보다 15세 위인 카디자와 결 
혼 하였다. 카디자는 여성 중의 여성으로써 그리고 아내 중의 아내로써의 역할을 다하였다. 

물론 이때는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기 전이 일이었다. 이들의 결혼생활 技년은 상호 헌신한 
가장 고상한 부부생활의 기간으로 정신적 사회적 모범이 되었다. 한편 싸우다 같은 미망인 
은 보호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다. 제1대 칼리프 아부 바크르의 딸 아이샤는 여성사회 
를 이끌어갈 여성의 지도자로써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꾸자이마 딸 

자이나브와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자하쉬의 딸 자이나브 등은 그 공동사회 
의 어머니로써의 역할을 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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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과 그 
분의 선지자와 내세를 원한다면 
실로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훌륭한 보 
상을 준비하셨노라 

30. 예언자의 아내들이여 너희 
가운데 밖에 드러나는 추악한 짓 
을1> 하는 자에게는 그분께서 두배 
로 벌을 내리시니2》그러한 일은 
하나님께 쉬운 일이라 

31.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님 
과 선지자께 순종하며 선을 행하 
는 자에게 그분은 두배의 보상을 
줄 것이요 또한 은혜로운 양식을 
그녀를 위해 준비하였노라 

32. 예언자의 아내들이여 너희는 
다른 여성들과 갈지 않나니1>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 한다면 
남성들에게 나약한 말을 하지 말 
라 마•음에 병든 남성들이 너희에 
게 욕정을 갖노라 필요하고 정당 
한 말만 함이 좋으니라 

33. 너희 가정에서 머무르고 옛 
무지의 시대처럼1> 장식하여 내보 
이지 말며 예배를 행하고 이슬람 
세를 내며 하나님과 선지자께 순 
종하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가문의2> 모든 불결함을 제거하여 

상^^^ 上^ 닌삯^ 

© 牌은^ᄌ나與^此 

빠么녕W故량 
솨36改ᄈ라 K쑈切 도逆 

知多 

다必혹산※“뇨겆ᄃ外조每으나; 

(*^1351(^1 고근수*써니(왕^ 

符必성必선 피與⑷域:炎 
©數藏환 

(쎈 :웨 族巧笑嚴炎家必技 

@뺐效强 

30-1) 큰 죄악이나 한계(핫드)를 넘어선 죄악, 이브누 압바스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양이 없는 행위로 풀이하고 있다. 

2) 일반 여성에게 주어지는 벌보다 2배 이상의 벌이 주어지니 

32- 1) 선지자의 부인들은 일반여성과는 갈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결혼이 일반적인 결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들 선지자의 부인들은 이슬람으로 
귀의한 새로운 무슬림 여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할 특별한 위치와 특별한 책임이 있었다. 이 
슬람은 생활의 한 방법이며 무슬림은 한 가정의 일원이다. 가정올 지킨다는 점에서 남성 못 
지않게 여성의 위치가 높고 크다. 

33- 1) 이슬람 이전의 시대 
2) 선지자 무함마드의 가족을 일컫는 것으로 딸인 파티마, 사위인 알리，손자 하싼과 후세인을 
가르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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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점의 티도 없이 순결케 하셨노 
라 

34. 너희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낭송되는 것을 기 
억하라 실로 하나님은 섬세히 아 
시는 분이시라 

35. 실로 무슬림 남녀에게 믿음 
이 있는 남녀에게 순종하는 남녀 
에게 진실한 남녀와 인내하는 남 
녀에게 두려워하는 남녀와 자선을 
베푸는 남녀에게 단식을 행하는 
남녀와 정조를 지키는 남녀에게 
하나님을 염원하는 남녀에게 하나 
님은 관용과 크나큰 보상을 준비 
하셨노라1ᅩ 

36. 믿음이 있는 남자이건 여자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그 
들이 선택하려 함은 온당치 아니 
하나니n 만일 하나님과 선지자께 
거역하는 자 있다면 그것은 분명 
히 길을 잘못들어 있노라 

37.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대가 은혜를 베풀었던1〉그에게2》 

★짐 clx? (多느로匕)쬐^6보화i 

식해태，; 여!;여， 

(巧#; 옳심표々 I;년생;화 

玉때대나돼 lj 색; 

난나빠폐낙대I; 

■必러 W 쇠아^ 

守次내 용 

61빼%切一冗以쑈吹1犯… 

以^士>상以與쌨성I 
©起多版於 

후책쌌必以此必私화3莫逆 

述-1) 이슬람의 미덕을 제시하고 있는 절로서 다음 9가지 내용으로 요약된다. 

① 하나님에의 믿음과 그분에게의 의탁 그리고 소망 
② 실생활에서의 헌신과 봉사 
③ 사랑과 실천 
④ 인내 
⑤ 겸손 
⑥ 자선 
⑦ 자기 극복 및 자제 
⑧ 순결한 성생활 
⑨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열중하여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 

36- 1) 본 절은 모든 일에 적용되는 것으로 하나님과 선지자께서 결정하거나 선택한 일에 대해서 
는 어느 누구도 그 결정을 위반해서도 아니 되며 어느 누구에게도 선택권이 없다고 풀이되 
고 있다〈이브누 카씨르 97/3). 

37- 1) 제이드를 종의 굴레에서 자유의 몸으로 하여 준 것 즉 tt제이드 이븐 하리싸”는 암흑시대(자 
힐리야〉의 한 소년이었다. 그런데 tt카디자”는 그를 사서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선물로 주었 
다. 그래서 그를 이슬람으로 귀의시켜 양자로 한 후 그를 “자하쉬”의 딸 자이나브와 결혼시 
켰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2권 op. cit, p.斑). 

2) 처음에 이슬람에 귀의한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하리싸의 아들 제이드로，제이드는 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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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아내를 네 곁에 간직하라 그 
리고 하나님을 두려워 하라고 그 
대가 말한 것을 상기하라 그때 그 
대는 하나님께서 밝히시려 했던 
것을 그대 마음속에3》숨기었고 사 
람들을 두려워 하였으나 그대가 
더욱 두려워 할 것은 하나님 이었 
노라 제이드가 그녀와의 결혼생활 
을 끝냈을 때 하나님은 필요한 절 
차와 함께4ᅮ 그녀를 그대의 아내로 
하였으니 이는 양자의 아들들이 
그녀들과 이혼했을 때 장래에 믿 
는 사람들이 그 아내들과 결혼함 
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이라 이것 
은 이행되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 
이었노라 

38.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명령한 
것을 이행하는 것은 죄악이 아니 
거늘 그것은 이전에 지나갔던 하 
나님의 순나라1ᅭ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 법령이라 

39.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 
하고 그분을 공경하며 하나님 외 
에는 어느것도 두려워 하지 아니 
하였으니 하나님은 미리 아심으로 
충만하심이라 

무함마드의 종으로 있다가 자유의 몸이 되었으며 또한 선지자는 그를 아들처럼 사랑하여 
조카 딸 자이나브를 그에게 결혼시켜 주었다. 그러나 그 결혼은 불행하게 되었으니…. 

3) 제이드는 헤즈라 8년 전 메카에서 선지자 무함마드의 조카인 자흐쉬의 딸 자이나브와 결혼 
을 하였으나 행복한 생활이 되지 못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이나브는 하인이었다가 자유의 몸이 된 제이드를 멸시 하였다. 그 
두 사람은 그들 나름대로 훌륭한 사람이었으며 이들 또한 선지자를 사랑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상호상반된 점이 있었으니 이것이 결혼생활에 치명적이었다. 제이드는 그녀와 이혼 
하려 하였으나 선지자께서는 이를 말렸고 제이드는 그에 따랐다. 자이나브는 선지자의 가 
까운 친척이었고 또 제이드와 결혼을 위해 훌륭한 결혼선물도 주었다. 그래서 그 결혼이 파 
혼되면 자이나브의 명예가 파멸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한 것이 선지자 무함마드의 마음에 
걱정거리가 되었다. 

4) “이닫트” 즉 이혼 이후 재혼하기 전에 기다려야 할 법정기간을 의미한다(최영길 이슬람의 
생활규범，op_ cit, p.335-339 참조X 

38-1) 하나님의 순나란 “무함마드 이전 모든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께 허락을 하여 주었던 것처 
럼”이란 뜻이다. 다윗에게는 100명의 여자와, 솔로몬에게는 300명의 여자와 결혼할 것을 허 
락하였다는 뜻으로「풀이하고 있다(알꾸르뚜비 195/14). 

技此: D父》;;상‘날I; 혹요; 
⑶생:與•어했 

빼^ 싫여 

•松 타빼徒終 
© ᅪ■述#f⑯沒一分勤1 

i 將은，，⑮必웨起與 s與 
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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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무함마드는 너희 가운데 어 
； 느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며 하 

나님의 선지자이자시 최후의 예언 
자라2>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 노라 

知 a述故i 
©⑶接路仏^起其冗 

41. 믿음을 가진 자들아 하나님 
^ 을 많이 염원하라 忘 隊於쇼松藏: 

42. 그리고 그분을 조석으로 찬 
미하라 

@ :■突然;5 

43. 그분과 천사들은 너희에게 
축복을 주시니 너희를 암흑에서 
광명으로 인도하심이라 실로 그분 

을 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자비로 
] 우셨노라1> 

版於爲라;與;0藏. 
® 요々%！述3多^ 

44.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 그들의 인사는1> 평화로우소서 
그리고 그분은 그들을 위해 은혜 
로운 보상을 준비하셨노라 

@ 此：難期施^여起^^g 

45. 예언자여 우리가 그대를 보 
내매 증인으로세ᅭ 복음의 전달자 
로써2》그리고 경고자로써3》보냄 

J 이라 

爲逆起!^，妙離 

46.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 하나 
f 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자로써 불을 
1 비추는 등불로써 보냄이라 

© 샵난⑩一接 

40-1) 선지자 무함마드가 “자이나브”와 결혼을 했을 때 사람들은 말하길 “무함마드는 그의 아들 
1 의 부인과 결혼했다”고하면서 험담하자 이 절이 계시된 것으로「티르미지」는 전하고 있다. 

8 2) 무함마드 이후에는 예언자나 선지자가 오지 아니 한다는 계시로 무함마드가 최후의 선지자 
이며 꾸란이 최후로 완성된 하나님의 성서임올 말해주고 있다. 

43-1) 선지자 무함마드가 하나님으로 부터 받은 은혜는 
① 증인으로써，② 복음의 전달자, ③ 경고자, ④ 모든 백성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초청자 
로써，⑤ 어두운 길을 밝혀 주는 둥불로 풀이된다<아흐잡 45, 46절 참죄. 

1 44-1) 천국에 들어온 신앙인들의 인사 

45-1) 모든 공동체에 대한 중인 
2) 신앙인들에게 천국의 소식을 전하고 복음의 전달자로써， 
3) 불신자들에게는 불지옥이 있다는 경고자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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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들을 위해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 
가 있음이라 전하라 

48. 그리고 불신자들과 위선자들 
을 따르지 말며 잡담에 개의치 말 
고 하나님께 의탁하라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충분하니라 

49. 믿는 사람들이여 너희가 믿 
는 여성과 결혼하여 동침하기 전 
에 이혼하려 할 때 너희는 일정기 
간을1> 계산할 권리가 없나니 그녀 
들에게 일정한 자선금을2> 지불하 
고 그녀들을 자유롭고 친절하게 
대하라 

50. 예언자여 실로 하나님이 그 
대에게 허용하였나니1> 그대가 이 
미 지참금을 지불한 부인들2> 하나 
님께서 전쟁의 포로로써 그대에게 
부여한 자들로3ᅭ 그대의 소른손이 
소유하고 있는 이들과 삼촌의 딸 
들과 고모의 딸들과 외삼촌의 딸 
들과 이주하여온4> 외숙모의 딸들 
과 예언자에게 스스로를 의탁하고 
자 하는 믿음을 가진 여성들과5》 

49- 1) "이닫트”는 이혼한 여성이 재혼하기 전 기다려야 할 법정기간으로 3개월이나，동침하기 전 
에 이혼을 하였을 경우는 임신의 여부가 없으므로 기다려야 할 필요성이 없이 바로 재혼 할 
수 있다는 것이다<최영길. 이슬람의 생활규범, op. cit, p.335-337). 

2) 지참금 절반 이상(제2장 237절 참조)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지참금이 결정되지 아니 했 
으면 큰 선물 등으로 보상해야 한다(제2장 236절 참조》. 

50- 1》사회를 구제하고 선교의 수행을 확대하기 위하여 선지자 무함마드에게는 아홉 부류의 부인 
이 허용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2권 op. cit, 다66). 

2) 결혼할 때 무슬림은 여성에게 지참금을 지불하는 것이 이슬람의 결혼이다(제4장 4절 참조). 

마찬가지로 선지자 무함마드도 지참금을 지불할 것은 다른 무슬림과 차이가 없지만 4명 이 
상의 여성과는 결혼 할 수 없다는 일반 무슬림들에게 적용되는 조건이(제4장 3절) 선지자에 
게는 제한이 되지 아니했다. 

3) 불신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얻어지는 여성들 
4) 선지자 무함마드와 함께 이주(히즈라)하여온 삼촌의 딸，고모의 딸，외삼촌의 딸，외숙모의 
딸과도 결혼이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하나님과 선지자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스스로를 위탁한 여성들을 의미하며，“가난한 자들의 
어머니”(움무 알마씨킨)라고 불리우는 “쿠자이마” 딸 “자이나브”와 무함마드의 삼촌 “압둘 
무딸림”의 딸 ••자이나브 빈트 자흐쉬” 두 여성 외에는 하나님과 선지자를 위해 스스로를 의 
탁했던 다른 여성들은 없었던 것으로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 久玉나I (과紙我必침S 

抄次雜 
® 힘5在 

多^보폈L5永★송sJijS니^ 多客호 

仏心己多多요;效니《낮义以고그， 
@ 文一^ 於；^ 於;冬炎경 

寒域하 S紙 賊드1■順놀 

라別免^必一:必沈;; 沈및 

功;라典^其i 
^ 현py 必^ 6>法향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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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자가 결혼하고자 원할 경우6> 
그대에게는 허용되나 다른 믿는 사■ 
탐들에게는 허용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은 그들의 부인들과 그들 오 
른손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관하 
여 믿는 자이들에게 의무화 한것 
Sl7) 알고 있노라 이는 그대에게 어 
려움이 없도록 함이니 실로 하나님 
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與分께、必녀紅#%^ 
:J고다i效上숏5:(15%사》다多匕 
©—체빼;^效松 

51. 그녀들 가운데 그대가 이혼 
하고자 한다면 그대의 선택이며 
그대가 받아들이고자 할 때도 그 
러하며 멀리했던 그녀를 다시 불 
러도 되나니 이는 그대에게 죄악 
이 아니라 이것은 oV주 적절한 것 
이라 이는 그녀들의 안중이 안정 
을 찾고 그녀들이 슬퍼하지 아니 
하며 그대가 그들에게 베푼 것으 
로 그들 모두가 기뻐하기 때문이 
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의 심중 
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은 아심과 은혜로 충만하심 
이라 

故與起0 賊[V휀^取J紀ᄍ 
t드^ 쑈요⑶炎 

© c述우 c以 效)닌feOd 

52. 그 이후는 그대가 그 이상의 
여성과1> 결혼함이 허용되지 아니 
하며2》미모의 여성이 그대를 유혹 
한다 하여도 그녀들을 대체할 수 
없으되 그대의 오른손이 소유한 
것들은 제외라3> 실로 하나님은 모 
든 것을 지켜보는 분이시라 

&그£%1앗과乂文대到公起) 
쐈此넷6分노 고S期진^ 

6) 무슬림 남성이 무슬림 여성에게 결혼할 때 지참금(마흐르)을 지불해야 되나 선지자 무함마 
드는 하나님께서 제외로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무슬림들의 결혼에 대해서는 제2장 
221-235절 사이，제4장 3-4절，19-25절，別-我절 참조. 

7) 일반 무슬림이 해야 할 의무 즉 결혼할 여성에게 지불해야 할 자선금，지참금，약혼식 및 결 
혼식 때의 중인，4명 이상 부인을 가질 수 없다는 것 등 

班-1) 허용된 9명의 부인 
2) 본절은 헤즈라 7년에 계시되었으며 그 이후 선지자 무함마드는 결혼을 하지 아니하였다. 
3) 애굽의 기독교인 “무까우까쓰”가 선물로 보낸 꼽트 기독교인이었던 하녀 “마리아”는 제외 
되었다. 마리아는 아브라함을 낳았으나 어려서 죽고 말았다(Abdullah Y. Ali, op. cit, pill23 
Note No.3754). 

■隊賊!■斷迎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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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믿는자들이여 예언자의 가정 
을 들어가되 이때는 식사를 위해 
너희에게 허용되었을 때이며 식사 
가 완료되기를 기다려서는 아니 
되노라 그러나 너희가 초대 되었 
을 때는 들어가라 그리고 식사를 
마치면 자리에서 일어설 것이며 
서로가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말라 
실로 이것은 선지자를 괴롭히는 
일이라1> 예언자는 너희를 보냄에 
수줍어 하사_ 하나님은 진리를 말 
하심에 주저하지 아니 하심이라 
그리고 너회는 선지자의 부인으로 
부터 무엇을 요구할 때 가림새를 
사이에 두고 하라 그렇게 함이 너 
희 마음과 선지자 부인들의 마음 
을 위해 순결한 것이라 너희는 하 
나님의 선지자를 괴롭히지 아니하 
도록 처신하라 너희는 이 부인들 
과 결혼할 수 없노라 이것은 실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 

54. 너희가 드러나게 하는 일도 
숨기어 하는 일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시니라 

55. 여성들이 그녀들의 아버지와 
아들과 형제의 들과 자매의 아 
들과 여성들과 그들의 오른손이 
소유하고 있는 하인들 앞에서는 
가리우지 아니해도1> 죄악이 아니 
되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쐈匕石與해！次必，행 
방‘切 雄少少々호 

次知與^S故^ 
公느人운以생냐삶(도생〉起《sA 
\版빼빼어起 
!!!冬•系와以⑷사。以노욧넣O 
디화⑶경홧知 0G供多겠씼※다 
© 년以於仏6병幻노호少과々소? 

麥遠^ 起낸W향，화쑈 a 

缺必染知務私^後致^했 
있細必缺:與旬양效與起® 

沒뺐淑以々雜휀公秋: 

53-1) 사회적 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절은 다음 6가지 사항의 윤리를 제시하 
고 있다. 

① 친구의 집도 허락을 얻은 후 들어가는 것이 예의이며 
② 식사에 초대 받았을 때 너무 일찍 가서 음식올 기다리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며 
③ 초대받아 약속된 시간에 그곳에 도착되어 있어야 하며 
④ 식사 후 어느 주인과 너무 많은 환담을 피하는 것 특히 주인 자리와 손님 자리가 멀리 

떨어져 있올 때는 많은 환담을 피하는 것이 예의이며 
⑤ 너무 오래 체류하여 주인에게 불편함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⑥ 주인이 어떠한 입장에 있는가를 이해하여 주는 것 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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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실로 하나님과 천사들이 예 
언자를 축복하여 주셨으니 믿는자 
들이여 그분께 축복을 드리고 정 
중한 인사를 하라n 

與必鄭鄕敎}경다년多必風 : 

® 대이및:;起피立그 

57.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욕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현세와 내세에서 그들을 저주하시 
니 그분은 그들을 위해 굴욕의 징 
벌을 준비하셨노라 

해吐此◎心고입6今多 在，a 
® 향흣띠‘J? 5그;!즛致^ 

58. 믿음을 가진 남성과 여성을 
부당하게 하거나 욕되게 대하는 

자 있다면 실로 그들이 위증의 죄 
인으로 명백한 죄악이라 

一連척& 고》仏立安品功; 

©닥여J 眠抄別 

50. 예언자여 그대의 아내들과 
딸들과 믿는 여성들에게 베일을1> 

쓰라고 이르라 그때는 외출할 때 
라 그렇게 함이 가장 편리한 것으 
로 그렇게 알려져2> 간음되지 않도 
록 함이라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례起■砂， 
p셨雄胸)士典은6步 故起 

必로姓心改-및얏 

60. 위선자들과 마음이 병든자들 
과 그 도시에서” 교사하는 자들이 
단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대 
로 하여금 그들을 지배하도록 하 
리니 그때 그들은 그 안에서 그대 

(뇬戶;安々公5생今 多分※고 ^ 

多M⑶ 타차떠낸 
(⑷夕fe巡4微 

55-1) 베일을 쓰지 아니해도 

56-1) 선지자의 이름이 언급될 때 ••알라 훔마 쌀리 알라 무함마드 와알리히 와 쌀람 타쓸리만 카 
씨란”(주여，무함마드와 그리고 그분의 가족에게 축복을 내려 주읍시고 평안함을 주옵소서) 

또는 ■■알라 훔마 쌀리 알라 무함마드 와 알라 알리 무함마드 카마 쌀라이타 알라 이브라힘 
I •••"(주여! o}브라함을 축복하였듯이 무함마드와 그리고 그분의 가족에게도 축복을 내려 주 

읍소서)라고 인사하는 것이 선지자에 대한 예의로 풀이 되고 있다. 

59-1) 질라바브 : 몸 전체를 감추게 하는 또는 목에서 가슴을 가리는 넓은 옷올 가리킨다. 외출할 
때 이 넓은 옷으로 여성의 몸을 가리우는 것은 여성의 노출된 부분이 가리워지므로써 남성 

I 으로부터의 유혹과 간음을 예방하는데 있다. 

) 2) 여성의 순결을 보호하고 공동사회의 윤리를 파괴하는 간음을 예방하는 것으로 남성은 여성 
에 대한 어떠한 유혹이나 간음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이다. 

60-1) 그 도시는 선지자 무함마드가 거주했던 메디나를 가르키며 메디나에 거주했던 위선자들은 
| 교사 선동 하는가 하면 여성에 대한 간음 그리고 풍문올 퍼뜨리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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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웃이 되지 않을 것이며 체류 
함이 잠깐 동안에 불과하리라 

61. 그들은 가는 곳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며 체포되어 살해 되리 

j 라 

© 5⑯싶다;휘호3 년#* 

62. 그것은 그 이전의 선조들에 
게도 있었던 과정이니 그대는 하 
나님의 운행이 변경됨을 발견치 
못하리라 

나^ *公고노납비2公기‘文 낯나'丈그 
© 與兵一5幻ᅳ 

63. 사람들이 심판날에 관하여 
그대에게 물을지니 일러가로되 그 

!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심판이 가까와 왔음을 무엇이 그 
대로 하여금 알게 하리요1> 

디⑷士☆爲次배나J必I 德4 
©與쇼多해必2起病 

64- 실로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저주하여 그들을 위해 타오르는 
불지옥을 준비 하셨으니 

©!公쌌雜⑯離抄61 

65. 그 안에서 영생토록 함이라 
실로 그들은 어떤 보호자나 구원 

' 자도 발견치 못하리라 

66. 그들의 얼굴들이 불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날 그들은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지자께 순종 
했을 것을 라고 하면서 후회하더 
라 

일⑶⑭(설혼과4섰^^4法公도 
©■리; 

67. 주여 저희는 저희 지도자들 
과 훌륭한 분들에게 복종하였을 
뿐으로 그들이 저희를 유혹하여 
바론 길에서 벗어나게 하였을 뿐 
입니다 라고 그들은 말하리라 

©5않빼的數여■函년私 1 

63-1) 심판의 날과 내세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部^•했빠空■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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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주여 그들에게 곱절로 응징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저주하시되 
크게 저주하여 주옵소서 

69. 믿는 자들이여 모세를 험담 
한 자들같이 되지 말라1> 하나님께 
서는 그들이 말한 험담을 그로부 
터 거두어 가셨나니 그는 하나님 
곁에서 영광을 받으리라 

70. 믿는자들이여 하나님을 경외 
하라 그리고 을바론 말을 하라 

71. 하나님은 너희의 일들을 완 
전하고 건전하게 하시며 너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에게 순종하는 자 
그는 이미 가장 높은 업적을 얻었 
노라 

72. 하나님이 하늘과 대지와 산 
들에 신뢰를 보였으나 그것들욘 
그렇게 하기를 거절했으니1> 두려 
웠기 때문이라 그러나 사람들은2> 
그렇게 하였으니 실로 그는 정직 
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였더라3ᅳ 

© 때있 빠냐射k느多—목:位多 

쒸얏나께상 향셋따쇼，찰 
@ 과올》스K고용‘그谷;'감당之，잃 

© g必與多此鮮必松장獨 

쑈起必성網沒必여쌌 0 
©I起比炎 1(述년藏 

今^왜，兒볏犯^^! 
私# 1S리!;殺 

秘-1) 모세의 백성들은 종종 모세를 괴롭히고 험담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역행되는 언사를 하곤 
하였다. 민수기 제12장 1절과 8절-13절 사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 
방하니라”(민수기 12장 1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 
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 
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따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어 눈과 같 
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느니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올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민수기 12장 8절-13절). 
이처럼 모세가 그의 백성으로부터 험담을 들었던 것처럼 선지자 무함마드도 “자흐쉬”의 딸 
자이나브 와의 결혼으로 험담을 들었다. 

72-1) 우두，대정，예배，회사，단식，성지순례 둥 그밖의 의무들을 제시했으나 그것들은 수행할 능 
력이 없음을 보였다. 즉 제시는 의무 사항이 아닌 선택의 사항이었기에 수행 할 능력이 없 
다는 것으로 선택한 것이라 이해된다. 

2) 아담 
3) 산이나 대지는 하나님 창조목적에만 순종할 뿐으로 창조주가 산이나 대지에게 예배，회사, 
단식… 같은 행할 능력을 부여하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주어진 임무 외에 다른 것 

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러한 임무는 수행할 능력올 부여받은 인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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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그렇게하여 하나님은 남녀 
위선자들과 남녀 다신교도들을 벌 
하실 것이며 믿는 남녀에게는 관 
용을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은 관 
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뼤;^光뼤쑈必與 

0 

오히려 그 임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인간 창조 목적에 벗어난 일을 선택하여 행함으로서 정 

직하지 못하고 어리석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제34장 싸바아 

메카에서 계시된 54절로 이슬람 기본원리의 하나인 하나님의 유일 
성，선지자의 도래 및 부활을 중심으로 하여 다루고 있다. 

제1절ᅳ제30절에서는 선과 진리는 영원한 것이나 인간의 권력과 
번영은 덧없이 지나가 버리는 것이되，그러나 하나님의 권능과 진리 
는 영원하여 심판의 날 모든 인간에게 그의 개인적 책임을 이행토록 
한다는 교훈이，제31절〜54절에서는 믿음과 불신은 그들의 영원한 위 
치를 결정하여 주게 되며，허위는 무능하나 진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 
원히 존재함을 묘사하고 있다. 

본 장이「싸바아」라고 불리우게 된 동기는 하나님께서 “싸바아”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함으로써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K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3권 op. dt, p.3). 싸바아는 예멘의 옛 왕국의 이름으로 
이 왕국의 백성들은 축복과 번영과 형제애 속에서 기쁘고 화목하게 

살았다. 그런데 머지않아 그들 백성들이 그 은혜를 불신하자 하나님 
께서는 곡식과 고ᅡ수가 풍성하게 열리도록 충분한 물을 공급하여 주었 

던 마으리브 저수지를 붕괴하여 사악한 그들을 멸망시켜 믿는 사람들 
을 위한 교훈이 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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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 장 
L위선安理드:백 H班도장”:단::不!“그!:“유“:?^ P 

^비로우시고 자에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Q소之갖 1(：ᄉf多 1 고 -눅 

1 1.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나니 하 
! 늘과 대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이 
1 그분으로 비롯되며 내세의 찬미도 
! 그분께 드리노라 그분은 지혜와 
S 아심으로 충만하심이라 

①포^必넓뼈 i 
1 
I 

1 2- 그분은 대지속에 무엇이 들어 
5 있으며그곳에서 무엇이 나오며2》 
j 하늘에서 무엇이 내리며3) 그곳으로 
f 무엇이 오르는지4> 아시노라 그분은 
j 자비와 관용으로 충만하심이라 

P 

® i多•념!호S 

i 

J 3. 우리에게 결코 종말이 아니 
j 오리라1>고 말하는 불신자들에게 
| 일러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주 
1 님을 두고 명세하매21 그것은 너희 
y 에게 다가오고 있노라 그분은 보 
J 이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신분으로 
3 하늘과 대지 속에 있는 o!주 작은 

미아도 그보다 더 작은 것도 또한 
1 큰 것도 그분을 피할 수 없으니 

모든 것이 분명한 성서 속에 기록 
1 되어 있노라 

好技향，起萬 ! 

상到起 松수행년必뼛難 

4. 이는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 
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 주기 위해서라 그들에게는 관용과 
풍성한 잉여이 있으리라 

섰쐬고 效 

©名빼며 

1 2-1) 땅 속에 묻혀 있는 모든 것 : 물，보물，지하자원… 

" 2) 땅에서 재배되는 모든 것 : 곡식，식물，우물, 샘… 

1 3) 비가 내리고，천사들이 강림하고 은혜가 내리고… 

4) 지상에 거주하는 동안 인간이 행한 선행들과 진실한 예배와 기도… 

| 3-1)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부활이 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자들은 조롱하고 있다고 바 
위와위는 풀이하고 있다(알바위돠위 m/i\ 

_ 2) 하나님께서 사실에 대해 선지자로 하여금 맹세하도록 한 3가지 중의 하나로 두번째는 요한 
1 (유누스)에 있었던 것이고^ 세번째는 부활에 관한 것이다<이브누 카씨르 알무크타싸르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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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러나 하나님의 예증들에 반 
대하는 자에게는 벌이 내릴 것이 

1 니 그것은 고통스럽고 가장 무서 
| 운 벌이 되리라 

산⑶와1效^ai“勤犯 ; 

在族 

6. 지식을 수여 받은 자들은1ᅭ 주 
님으로부터 그대에게 계시된 그것 
이2> 진리로서 권능과 자비가 충만 
하신분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1 알게 되리라 

©“⑷버■必:;，松 

7. 그러나 불신자들은 조롱하며 
말하길 너희가 산산조각이 된 후1> 
다시 창조되리라2ᅭ 말하는 한 남자 
룰3ᅭ 너희에게 알려 주리요 

체도…敬B등; 
6 쓰#찼느部分스次均판 

8.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하 
거나 미쳐 있다1》라고 말하나 그 
렇지 아니함이라2》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는 자들로 벌을 받게 되고 
멀리서 방황하게 되리라 

빼려와一# 꽤 
© 公忠장 느사고년 생V 

9. 그들은 그들 앞뒤로 펼쳐져 
S 있는 하늘과 대지를 보지 못함이 

뇨 만일 하나님이 원한다면 그분 
은 대지로 하여금 그들을 삼키도 
록 하거나1》하늘을 조각내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리라2ᅮ 실로 그 
안에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든 

1 종을 위한 예중이 있노라과 

換故 
賊강희고，:勤知兵起犯U與 

© s與於C與엔雜擔成건版 

" 6-1) 모든 예언자 및 선지자들을 따랐던 추종자들과 학자들 
2)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꾸란 

1 7-1) 인간이 죽어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흩어져 없어진 후 
2) 죽은 후 다시 부활되리라. 

3) 심판의 날과 부활을 부정하는 불신자들이 선지자 무함마드를 조롱하여 일컫는 절로 풀이된 
다. 

1 8-1) 무함마드에 대한 불신자들의 조롱 
2) 무함마드를 조롱하는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써 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시하 

여 주고 있다. 

^ 9-1) 까룬에게 그러했듯이 
1 2) 아이카의 우두머리들에게 그러했듯이 

3) 정신세계가 건전하지 못하여 어두운 영역을 걷고 있는 인간은 언제나 심판의 날과 내세를 비 
옷고 조롱한다. 그 까닭은 그들이 살고 있는 우주의 창조와 그 안에 펼쳐진 삼라만상을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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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느니1》산들이여 그리고 새 
들이여 그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 
미하라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쇠 
를 부드럽게2> 하였노라 

11. 그것으로 갑옷을 만들되15 갑 
옷 쇠줄들의 균형을 맞추라 그리 
고 정직하게 일하라 실로 나는 너 
회가 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 
노라 

12. 그후 솔로몬에게는 바람으로 
하여금 그를 따르도록 했으니 아 
침에 부는 바람은 한달과 같고 저 
녁에 부는 바람도 한달과 같도다 
또한 하나님은 녹은 동의 샘이 그 
를 위해 흐르게 했으매 영마의1> 

무리 중에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일하는 자 있었고 그들 중에는 하 
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 
었나니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화 
염의 형벌을 맛보게 하리라 

13. 그들은1> 그의2〉뜻에 따라 그 
를 위해 일하매 궁전을 만들고 동 
상을 만들고 연못 갈은 대야를 만 

!牌 足생‘3않 峰^ 

•뼈폐향유 폐 

닌比竹從此 接고起사강逆 
양我方:육:以^《생 

©뇨(노起典⑭ 6ᆻV김f 

냥!※느以 (보以심고(노汉冬PJ以슉 
it향고내화法삯起 

한 창조주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에서 우주와 삼라만상을 창조한 조물주가 죽은자 
를 다시 소생케 하여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10- 1)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푼 은혜로서는: 예언자로써 선택한 은혜，그리고 시편을 계시받은 은 
혜，산과 새들로 하여금 그에게 순종케 하고 쇠를 녹여 갑옷을 만들도록 지혜를 받은 은혜 
둥이 있다(제21장 79-80절 참조). 

2) 다윗은 쇠를 다투매 마치 반죽처럼 다률 수 있었기 때문에 쇠를 불 속에 달구어 쇠망치로 
때릴 필요가 없었다고 “까타다”는 풀이하고 있다. 

11- 1) 다윗은 쇠률 반죽하여 다루기를 불 위에 놓인 초를 다루듯 하였으니，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라. 그리하여 다윗은 철올 다투어 갑옷을 만든 최초의 인간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 
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3권 op. dt，p.7). 

12- 1) 본 절에서의 영마는 솔로몬의 감독과 지휘아래 신전을 짓던 기술이 뛰어난 노동자들을 일 
컫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Abdullah Y. Ali，op. cit, pJ137 Note No.38奴). 제27장 17절 참 
조 

13-1) 영마(Jinn》들 
2) 솔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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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고 화로에 고정된 큰 솥을^ 만 
_ 들었노라 그러하매 다윗의 자손들 
^ 아 일하며 감사■하라 했거늘 내 종 
가운데는 감사하는 자가 적더라 

14. 하나님이 솔로몬의 죽음을 
결정하니 그의 지팡이를 갉아먹던 
나무 벌레가 그의 임종을 예시했 
으며 그가 지광이로부터 쓰러졌을 
때 만일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고통스러운 벌 
을1> 받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분명 
히 알았으리라 

휀破私^;^^^味 
，춰때i떼就以빼 

15. 싸바아 백성들의 거주지에도 
예증이1> 있었으니 오른편과 왼편 
에 두 정원이 있었더라 그러하매 
너희 주님의 양식을 먹되 그분께 
감사하라 참으로 기름진 땅이며2} 

주님은 관대하시노라 

나起지以心以향;냥디起디6系성 
令夕3 氣워巧乂징 多포도;《장。^ 

16. 그러나 그들은 외면했으니1> 
우리는 그들에게 댐으로부터 홍수 

I 를 보내니 그들 두 정원의 나무에 
는 쓰디쓴 과일이 열리고 무용한 

1 아쓸나무와 씨드르 나무가 자라는 
불모의 땅이 되었더라 

;최최，仏과⑬허 
©(巧십、G ⑷ L⑮뇩그‘■용엔，※우 

17. 그것은 그들의 불신에 대한 
우리의 벌이거늘 불신자 외에 우 © j향1셋5々아;1IX多다^美以복 

3) 그 규모가 너무 커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장소를 변경시킬 수도 없는 큰 솔(무크타싸르 이브 
농 누 카씨르 124신》. 

^ 14-1) 그들 영마들이 오랜 기간동안 일하였던 힘겨운 노동. 

I 15-1) 싸바아(지금의 예멘》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 불신자들 
같 을 멸망케 하여 그후 세대들올 위한 교훈으로 하였던 것으로 본다. 

I 2) 솔로몬과 빌르끼스 여왕 시대에 예멘의 이곳은 번성하였다. 특히 “마아리브” 댐의 도움으로 
모든 곡식과 과수가 풍성하였으니 이들 주민들의 생활 또한 풍요로웠고 그 댐의 양쪽 주변 

에는 나무가 무성하여 경치 또한 아름다웠다. 

! 16-1)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커다란 은혜를 망각하며 선지자들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은 흥수로 풍성한 열매와 0>름다운 정원을 불모지로 만들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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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그러한 벌을 내린 적이 있더뇨 

18. 우리는 그들 싸바아의 고을 
과 우리가 축복을 내린 그 고을1》 
사이에 가까이 인접한 고을을2> 두 
어 그곳을 거쳐 여행토록 하였으 
니 이는 너희가 밤과 낮으로 근심 
하지 않고 여행케 하고자 함이라 

19. 그들은 주님이여 저희의 여 
행이 멀도록 하여 주소서 라고 말 
하니 스스로를 우롱하더라 그리하 
여 우리는 그들을 화제의 얘기로 
만들어 그들을 산산히 흩어지도록 
하였으니 실로 그 안에는 인내하 
고 감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예 
증이 있노라1〉 

20. 이블리스는 그의 생각이 사■ 
실이라 증언하니 믿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를 따르더라 

21. 그러나 그는1> 그들에 대한 
권한이 없었으며 우리는 내세를 
믿는 자와 그것을 의심하는 자를 
시험하고자 하였으니 실로 그대의 
주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 
노라 

22. 일러가로되 하나님 외에 너 
회가 주장한 다른 것에 구원해 보 
라 그들은1》하늘과 대지속에 있는 

증…^起⑵겠⑥화成g 

改^4때^句^：^技 
必십외봐系“쇼起與 

17- 1) 불신자 외에는 벌을 받지 아니하니 신앙인은 그의 잘못올 다른 것으로 보상 받으나 불신자 
들은 그의 사악한 행위마다 그에 대한 벌을 받기 때문이라고 무자히드는 풀이하고 있다<타 
프씨르 알카샤프 456/3). 

18- 1) 샴 : 지금의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지역 둥을 가르킨다. 

2) 예멘과 샴 지역을 왕래하는 대상이나 여행객들이 밤이 되면 그곳에서 머물러 쉬었다 갈 수 
있는 고을로 풀이되고 있다. 

19- 1) 싸바아의 이야기는 은혜를 불신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적인 교훈이다. 

21- 1) 이블리스 

22- 1) 하나님 유일신 외에 불신자들이 믿는 우상들. 

여뼈銳以여公述 

“엊以◎보#G 다 
•遊;향 at。자M생I 

© 용—한조 

그改소해놘 K과 G 

■制^^**면理^ 



제 34장 싸바아 : 23〜27 800 傑■ 

먼지 하나의 무게를 감당할 능력 
도 없으며 그들은 그 안에서 o}무 
런 몫도 없으며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분을 도울자 없노라 

23.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를 제 
외하고는 그분께는 중재도 유익하 
지 아니 하도다 그들의 마음으로 
부터 공포가 사라질 때에 그대들 
의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 
뇨 라고 물으니 그것은 진리이며 
그분은 높이 계시며 위대하시도다 
라고 그들은 대답하노라 

24. 일러가로되 하늘과 땅으로부 
터 너희에게 잉여을 주시는 분이 누 
구시뇨 일러가로되 그분은 바로 하 
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아니 
면 너희가 옳은 길에 있거나 또는 
분명한 방황의 길에 있을 것이라 

25. 일러가로되 우리가 지은 죄 
에 대하여 너희가 문책을 당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행한 것에 대하 
여 우리가 문책을 받지 않노라 

26. 일러가로되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사 정의와 진리 
로써 우리를 판결하시니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가름자이 
시라1》 

27. 일러가로되 너희가 하나님으 
로 숭배한 것들을 보이라 하니 그 
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 
실로 권능과 지혜로 충만한 분은 
하나님 뿐이라 

단방;其성느tps，一。的雄攻 
호必따與明按滅故弊서與“ 

©재 

⑯보오一◎巧고도多 

® 힛y나자;兄고々 

@ 士，系述:■강故6향향 

@想나織炎與與聲終려沒 

此必:錄셨않팩•述必 
必；寒製， 

沈-사 공정하게 판결하사 천국에 드는 자와 지옥에 드는 자로 구별하시는 절대적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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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하나님이 그대를 보내매 만 
S 인을 위한 복음자로 그리고 경고 
1 자로써 보내거늘 그러나 많은 사 
^ 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더라 

u최鄭*몇後여백銳' 

29. 오히려 그들은1> 너희가^ 진 
실을 말하고 있다면 언제 이 약속 
이 오느뇨 라고 그들이 말하니 

《交〉(I&一以강}고성혼; 

起 

30. 일러가로되 한시간도 너희가 
1 지연시키거나 재촉할 수 없는 약 
1 속된 시간이 있노라 

仏么以版始端多述 ^ 

©必빼 \ 

31. 이때 불신자들은 우리는 결 
코 이 꾸란도 믿지아니하며 그 이 

| 전에 온 것도 믿지 않는다고 하더 
라 그러나 죄지은 자들이 주님앞 

에 불리워 왔을 때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비난함을 그대는 보리니 

자 지상에서 경멸받은 자들이 오만한 
자들에게 만일 너희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믿음을 가졌을텐데 라고 
말할 수 있겠느뇨 

么典허，과&多故：2合:分〔版 
S系多心6향i《多一갗々삼必?^ 

—여뺐雄藏， 
©士多故f與5，效 

32. 이때 오만한 자들이 경멸을 
당한 자들에게 그것이1ᅮ 너희에게 

h 이르렀는데 우리가 너희를 그 복 
음으로부터 멀리했단 말이뇨 결코 
그렇지 아니하며 너희가 죄인들이 

| 었도다 하더라 

^巧，( 

知次났쑈夕效必:: 

33. 이때 경멸을 당한 사람들은 
오만한 자들에게 결코 아니라 그 

S 것은 밤낮으로 꾸며낸 너희의 음 
1 모이거늘 너희가 우리에게 하나님 
j 을 불신하고 그분과 동등한 우상 

을 믿으라 명령하지 아니했더뇨 

⑵多心i效⑷仏흐 ◎方0接; 
성版田(與;成，〔藏典Si爲나 ' 

致췌版^收계逆技比，!^ - 

©성^敬(逆效此淨뺐최 : 

S 29-1) 불신자들 
| 2) 예언자 및 믿는 사람들 

| 32-1)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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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그들이 응벌을 받으매 후 
회로 가득차더라 하나님은 불신한 

1 자들의 목에 멍에를 채웠으니 이 
! 는 그들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 

34. 하나님이 한 고을에 경고자를 
S 보낼 때면 그들 가운데 한 부유한 
! 자가0 말하길 우리는 너희와 함께 

보내진 메세지를 믿지 아니 하도다 

빼생 J었빠端，減; 
©(고幻一닌 

35.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보다 
많은 재산과 자손들이 있으며 또한 
우리는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少的었賊)!^於齡5 

36. 일러가로되 실로 주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케 하시고 또 제한하 
시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 
지 못하더라 

延£後成私版3明起勤^ 
4(。公改 a_ 

37. 너희를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게 함은1> 너희 재산과 너희 자 
손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실천 
하는 선행이거늘2》이들은 그들이 
실천한 것에 대해 불어나는 보상 
을 받으며 천국의 높은 곳에서 안 

| 전하게 거주하노라 

雜^4公#務^■與與5、 
니1 路和쐬^법,나接;^ 次！1 

©，죄쇼爲여 

38.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 
역하려하는 그들은 형벌 속으로 
불리워 가리라 

나述，_次、 

® 이5상소 

39. 일러가로되 나의 주님께서는 
1 그분이 원하는 그분의 종에게 일 

용할 양식을 풍성케 하여 주시고 

?典必향^抄데0과必 
石 소《支도히今1있;士今; 

j 34'1) 그 고을의 불신자 우두머리 

J 37-1) 줄파 : 가까이 두다. 

| 2)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과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 
업을 위하여 자선을 베푸는 믿음이 건전한 자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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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한도 하시나니 너희가 주님 
1 을 위해 사용하는 어떤 것도 그분 

께서는 보상을 하시거늘 그분은 
I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가장 훌륭 
5 한 분이시라 

40. 그분께서 어느날 그들을 모 
i 두 불러 모아 천사들에게 이들이 
§ 너희를 숭배하던 자들이뇨 라고 
j 물으시리라 

必與 5我分고效此4우샜逆^ 

©起父潮約炎1 

f： 

41. 당신께 영광이 있으소서 저 
희를 수호하시는 분은 당신이오며 

y 그들이 아님니다 절대 그럴수 없 
1 사읍니다 그들이 영마를 숭배하였 
1 고 그들 대다수가 그것을 믿었다 
| 고 천사들이 대답하리라 

以後!^요t 고^!^ 

© 6☆낮;화료완 

42. 그리하여 그날에 너희는 서 
2 로가 서로에게 유용함도 해함도 

없으리니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지 
옥의 벌을 맛보라 실로 너희가 불 

: 신하였노라는 말씀을 하실 것이라 

® 설화고넜，디느성고，公넸 

43.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낭송되었을 때 그들은 말하도다 

후 이것은 너희 조상들이 숭배하여 
:; 온 것으로부터 너희를 방해하고자 
t 하는 한 사내에 불과하도다 또 그 
들은 말하도다 이것은 단지 고안 
된 위조에 불과하노라 또 불신자 
들은 진리에 관하여 그것이 그들 
에게 도래하니 실로 이것은 분명 
한 마술에 불과하도다 라고 말하 
였노라 

당^ ISIS 
r노此^述 

四多피i※고과 

44.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 그들이 읽을 성서를 주지 아니했 
； 고 그대 이전에 그들에게 경고자 
를 보내지도 아니 했노라 

<때以以仏; 以々◎一之고사i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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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그들의 선조들도 그 진리를 
부정했으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에게 베푼 것 가운데1> 십분의 일 
도 받지 못했더라 아직 그들이 나 
의 선지자들을 부정하매 그들에 
대한 나의 형벌은 무서우니라 

旧 화뺐敬典分石Ji◊松 
@ 6多占莫^公公 61公5 

46. 일러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오직 한가지만 충고하나니 하나님 
을 위해 둘씩 그리고 하나씩 깨어 
라 그리고 숙고하라 너회의 동반 
자는 마술에 걸리지 않았으몌》그 
는 단지 무서운 형벌 이전에 너희 
를 위한 경고자라 

以鄭^步값私必고明切쑈 
쌌i接있단^必 

47. 일러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보수를1> 구하지 아니 했으니 이는 
너희를 위함이요 실로 나의 보상 
은 하나님께 있거늘 그분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⑷■化他썼多； 
® tAj속다 

48. 일러가로되 실로 나의 주님은 
오만한 자를 진리로 물리치몌> 숨 
겨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 

® 택농V노※爲고호以 

45- 1) 성서의 백성들(유대인 및 기독교인) 그리고 싸바아(예맨》의 백성, 아드와 사무드의 백성들 
은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부를 이교도인 꾸라이쉬족보다 10배 이상 누렸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었던 은혜를 거두어 가셨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그들에게 있었는가! 이것은 바로 선지 
자 무함마드의 후세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리에 순응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교훈울 제시하여 

주고 있다. 

46- 1) 본장의 46절-50절에 걸쳐 선지자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으나 선지자는 그분의 성실과 진리 
로써 불신자들의 논쟁에 대처할 수 있었다. 본 절에서의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예언자는 
제 정신을 벗어나지 아니했고 어떤 마술에 걸려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예언자가 일반 사람 
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메세지를 어해하지 못하는 인 
간들에게 무서운 정신적 경고를 할 수 있는 인간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 뿐 
이다. 

47- 1) 두번째 논쟁은 예언자가 불신자들로부터 아무 것도 얻올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메 
세지는 그들 스스로를 위한 복음이다. 예언자는 박해와 모욕을 감내할 의지가 있었다. 왜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온 임무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48- 1)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나 광대하여 인간으로써는 그 모든 것올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 
님은 그 분의 은혜로 그 분의 종을 선택하였으니 그의 백성들을 가르키기에 충분함을 그들 
은 알고도 남으리라. 예언자도 영감의 신비를 정확하게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 
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다. 이것이 3번째 논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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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일러가로되 진리가 도래하였 
으니 허위가 멸망하여1> 다시 오지 
못하리라 

50. 일러가로되 내가 방황한다면 
그것은 나 스스로가 방황함이요 
내가 길을 인도받으매 그것은 주 
님의 나에 대한 계시었거늘1> 그분 
은 모든 것을 들으시며 가까이 계 
시노라 

51. 그대는 그들이 죽음의 공포 
를 느끼고 그 때에는 도피 할 수 
없어1> 가까운 곳에서 붙잡히게 됨 
을 보리라 

52. 이때서야 그들은 우리는 믿 
나이다 라고 말하나 어떻게1> 멀리 
에 있는 그들이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뇨 

53. 그들은 이전에도 그것을 불 
신하였고 멀리서 보이지 않는 것 

49- 1) 4번째의 논쟁은 진리가 최후라는 것이다. 진리는 흥망성쇠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사실이다. 

이따금 진리가 패배한 것처럼 나타날 지는 모르지만 그 진리는 다시 돌아와 진리의 균형을 
회복한다. 그러나 위선과 허위는 그렇지 못하다. 위선과 허위의 속성은 멸망할 운명에 있기 

때문이다<제17장 81절 참조). 

선지자 무함마드의 신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판명되었고 그 분의 신뢰는 물론 메카에서 
말씀이 계시되기 전부터 분명한 사실이지만 메디나에서 이슬람이 발전함으로써 전 세계에 
더 확고히 나타났다. 

50- 1) 예언자가 스스로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여 볼 때 그것은 단지 그에게만 
영향을 끼쳤을 것이며，틀림없이 그분의 인격에도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개성과 
믿음은 불변하였으며，오히려 더욱 강하여져 친척과 이웃과 백성을 사랑하고 계속 헌신했 
다. 그분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겠는가? 이것 
은 본 장에 있어서 마지막 5번째의 논쟁이다. 

51- 1) 진리와 사실이 승리한다는 논쟁이 있은 후 진리가 정립될 때 그 진리를 외면하고 억압했던 
이들의 위치를 인간은 숙고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공포에 휩싸이게 될 것이며, 이 때 그들 
은 그 상황과 위치에서 도피하려 할 것이나 이미 때가 늦어 불가능하다. 그들은 그들이 저 
지른 행위에 굴레를 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班-1》그들이 이제사 진리를 믿겠다고 고백할 것이라 말할지도 모르나 그들 고백의 진가는 무엇 
이겠는가. 이미 모든 것은 분명하며，그들 앞에 개방되어 있다. 그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하 
는 것은 너무나 소원하다. 

^별해民■회及^해逆책죤 雜^■경期^^^■«■■■四■雜^^^紋^^^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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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 무함마드가 메카를 떠나 메디나로 이주하기 바로 전에 메카 

에서 계시된 45절로 메카에서 계시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장이라 
고도 할 수 있으리 만큼 이슬람의 기본원리，즉 하나님의 유일성을 촉 
구하고 창조주 존재에 대한 예증의 확립 및 우상숭배의 멸망 등을 다 
루면서 마음의 순화와 윤리를 촉구하고 있다. 

창조주에 대한 말씀을 시작으로 우주창조, 천사，인간 그리고 영마 
의 창조와 부활에 대한 예증의 확립 등을 제1〜26절에서，암혹과 광 
명，열사와 그늘，맹인과 앞을 보는 사람이 차이가 있듯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한 불신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비유하면서 우상을 
숭배한 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27절~45 

절 사이에서 언급하고 있다. 

“파티르”는 하나님의 99개 속성 중의 하나로 그 뜻은 창조주란 의 
미이다. 본 장이 “파티르”(창조주)라 일컬어지게 된 동기는 본 장이 주 
로 창조에 관한 말씀이 계시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 
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3권 op. cit,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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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 장 

^비로우시고 자에로우신 
하나님의 이^으로 

1. 하나님께 찬미를1> 드릴지니 
그분은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고2> 

천사들을 두쌍，세 쌍，넷쌍의3ᅩ 날 
개를 가진 전령으로 두셨으며 그 
분의 뜻대로 창조를 더해 가시니 
실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 
능하심 이 라 

2.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로 인 
류를 위해 보내신 그 은혜를” 누 
구도 제재할 수 없으며 또한 그분 
께서 제지하신 것을 누구도 자유 
톱게 할 수 없나니 그분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3. 사람들이여 너희에게 베풀어 
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지니 하 
나님 외에 하늘과 대지로부터 너 
회에게 양식을 주는 다른 창조주 
가 있느뇨 그분 외에는 신이 없나 
니 어찌하여 너희는 그분의 유일 
성을 모르느뇨 

1- 1) 인간이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과 권능이 선을 위해서 수행되고 있었다는 것 
을 이해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2) 본 절에서의 “파띠르"는 초기의 창조를 의미하면서 그 이후의 창조과정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더하여 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창조를 
무한정으로 더해 가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다. 

3) 천사들이 둘 또는 셋 또는 넷의 날개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 의미가 아니라 한 쌍의 
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보낸 전령들로서 그분의 명령에 의해 
서만 행할 뿐 자유의사에 따라 행하는 능력이 주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2- 1)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로써 그리고 모든 일용할 양식의 수여자이며, 또한 모든 피조물 
에게 그분의 은혜를 부여한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저지할 수 없는 자비와 

은혜이다. 

그분은 그분의 의지와 계획과 목적이 있을 때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수행한다. 어떤 
피조물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 부여하지 아니한 특별한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부여하기도 
^다. 

Q屋딨홧 I 公쇼f위고一 

앴휘々녀i 벼與싸 
技域않‘I 必/必^與終힘 

①以與多少 

® 巡淑必病&犯쇼炎 

在與與聲々◎談나®親 
® 6떻初炎於成在%切상沒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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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들이 그대를 부정한다면 그 
대 이전의 선지자들도 부정되나니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귀의하노라1) 

5. 사람들이여 실로 하나님의 약 
속은1> 진실이거늘 현세의 삶이 너 
회를 유혹케 해서는 아니되며 유 
혹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속 
이게 해서도 아니 되노라 

6. 실로 사탄은 너희의 적이거늘1> 
그를 적으로 대하라 그는 항상 그 
의 무리들을 초대하니 이들은 지옥 
의 반려자들 중에 있게 되리라 

7. 불신하는 자들에게는1ᅭ 가혹한 
벌이 있으며 믿음으로 선을 행하 
는 자에게는 관용과 큰 보상이 있 
노라 

8. 그의 위장된 사악한 행위를 
선이라 할 수 있느뇨 하나님은 그 
분의 뜻에 따라 방황케 하고 옳게 
인도하기도 하시니 라 그러므로 그 
대의 영혼이 그들로 인하여 슬퍼하 
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9.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사 그 
것이 구름을 일으키고 그것을 죽 

성知射的경^식與 
예 

총，一넷혹5녹※ S一一巧色나®述s! 

!換化!與興敗鄕救私與번 

1廢其죠與雄一여公與冷以^ 

延ᆻ않端德ᄂ향 f客와경※ 
보닛육^必씼必餘逆免!《그化 

©心於錢 

넜兵 此리다以起的起 

4- 1) 진리를 거역하고 허위를 받아들이는 무리가 있었으며 또 있을 것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으로 좌절되지 아니한다. 최후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귀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 
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뜻에 모든 것을 의탁해야 한다. 

5- 1) 본장 3절에서는 과거와 현재에 기준을 두었고 본절에서는 미래에 기준을 두고 있다. 하나님 
의 창조에 의해 존재한 인간은 현재 살아가고 있으나 미래에는 또다시 그분에게로 귀의한다 

는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천국과 지옥을 약속하셨으며，이 두 약속은 수행되어 
진다는 것을 인간은 알아야 한다. 이 사실을 이해할 때 어느 쪽의 약속을 따라야 할 것인가? 

6- 1) 사탄은 인간의 가장 큰 적이므로 적으로써 대하여야 한다. 이따금 사탄은 스스로를 위장하여 
친구로써，또는 갈은 부류인 것처럼 다가온다. 속다르고 겉다른 사람, 또는 양의 탈을 쓰고 
이리의 마음을 가진 사람 역시 마찬가지의 부류이다. 

7- 1)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곧 모든 은혜와 선을 저버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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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지로 보내어 죽은 땅을 다시 
소생케 하니 부활이 바로 그와 같 
노라 

10. 영화와 권세를 구하는 자여 
모든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 
노라 좋은 언행도 그분께 이르며 
좋은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높이 올리시되1> 사악한 음모를 꾸 
미는 자에게는 무서운 벌이 있으 
며 그러한 음모는 수포로 끝나노 

11. 하나님이 흙에서 너희를 창 
조하사1> 다시 정액에서 너회를 재 
창조 하셨으며 너희를 쌍으로 두 
셨노라 어떠한 여성도 그분의 아 
심이 없이는 잉태와 출산을 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인간도 생명을 연 
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나니 이 모 
든 것은 성서 인에2> 있노라 이러 
한 것은 실로 하나님께 쉬운 일이 
라3> 

12. 두 갈래로 흐르는 물이11 같 
지 아니하니 그 하나는 달콤하여 

® 요S) 빼必^if 과 

_^七»敎與敎! 

쇄펴빠혹와 W 

©必: S벽必篇兵分피 

느成;公^多^必^ 從것班^ 

以心묫與?^起染多父^^ 
©技-雜노^辨細^i 

10- 1) 가장 크게 대조되는 것은 선과 악이다. 선은 결코 손실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옥좌 앞으로 
이르게 되며 이때 말과 행동에서 가장 겸손했던 선이 가장 놈은 곳에 머무르게 된다. 

2) 음모는 사탄의 근성이며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다. 

11- 1) 인간 육신의 근원은 흙에서 빚어 만들어진 보잘것 없는 것이며，인간이 부끄러워 하고 수줍 
어 하는 곳에서 나온 정액의 결합으로 태어난 인간 또한 다를 바 없어 인간으로부터 완전 
함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영광과 권능과 권세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 

나님안에 홀로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제18장 37절，22장 5절，30장 20절 참고 및 비 
교). 

2) 인간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신비와 비밀 둥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는 영역이다. 그 
것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 인간에게 불가사의한 것처럼 보이는 인간 
이 탄생하는 신비(31 장 34절 참조)，성(Sex)의 신비, 삶과 죽음의 신비, 그밖의 모든 신비들 
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 신비를 둔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은 충분히 알고 계시다¬ 

라 인간의 지식은 노력으로써 얻어질 수 있으며 또한 인간에게 하나의 짐이 될 수도 있다. 그 
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식과 달라 그분에게 짐이 되지 아니한다<33장 19절 및 30 

절 

12- 1) 바다의 물과 강이나 호수 그리고 지하의 모든 물은 계속적인 자연운행에 따라 만나게 된다. 

바닷물이 증발하여 하늘에서 구름으로 만나게 되기도 하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 만나기 
도 한다(제幻장 53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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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기에 적합하고 그 다른 하나 
는 짜고 쓰더라 너희는 그들 각각 
으로부터 신선한 생선을2> 섭취하 
며 또한 너희가 몸에 장식하는 보 
석을 채굴하리라 또한 너희는 파도 
를 일구며 항해하는 선박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으리라 
이에 너희는 감사해야 하노라 

13. 하나님은 밤을 낮으로 하시 
고 낮을 밤으로 두시게 하시며 해 
와 달이 그분의 법칙에 순종토록 
하셨으니 각자는 정하여진 시간에 
제 운행을 함이라1>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며 모든 영역 
이 그분께 있으매2> 그분 외에 너 
회가 숭배하는 것들은 지푸라기 
하나도3> 다스릴 힘이 없노라 

14. 너회가 그들에게 구하나 그 
들은 듣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들 
었다 하더라도 너희의 구원에 응 
할 수 없노라1ᅮ 심판의 날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비유하여 승배했 
던 것들을 거역할 것이라2> 모든 것 
을 알고 계시는 그분처럼 그대에게 
진리를 말할 자 ^무도 없노라 

必J街양여③태必冬어나읽 

©■雄^ 

逐技# 냐슉與!쑈故5萬 
^ 私“ (노※고 

띠 싶多效起！^ 

교《抄; 以;숏以起캇생;고55分 
忘고# 公4 

2) 바다와 강，그리고 호수에서 물고기를 얻을 수 있다. 대다수의 물고기는 신선하고 부드러웠 
으며，그 중에는 독특한 맛과 향기를 주는 생선도 있다(제16장 14절 참조). 

13- 1)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산하고 달은 그 빛을 받아 인간을 위해 낮과 밤을 비추어 준다. 태양 
은 계절을 만들어 주고 열과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며 모든 생물에게 기본적 양식의 원소를 
제공한다. 태양과 달은 이미 고정된 운행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미래에도 그러할 것 
이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두신 일정기간 안에서이다. 

2)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그리고 영광은 몇가지의 비유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런데 
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려 하는 어리석은 무지는 인간을 위선과 유혹의 길로 유 
인하여 진리로부터 더욱 멀게 한다. 

3) “끼뜨미르”는 종려나무를 싸고 있는 얽다랗고 하얀 세포질로 본문 해설에서 “지푸라기”로 
표현하였다. 즉 아무 가치가 없는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14- 1) 우상은 어떠한 목적도 제공하여 주지 못하고 또한 듣지 못한다. 그래서 우상숭배자의 기도 
와 구원에 답하여 줄 수가 없다. 

2) 진리가 회복될 때 모든 위선과 허위는 멸망한다. 그런데 어이하여 현세생활의 삶에서 진리 
를 따라 진실한 은혜의 길을 걷지 아니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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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이 같 
I 지 않노라15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 
! 분의 뜻이 있는 자로 하여 듣게 
I 하시노라 

人소 淑 a 匕我湖殘々與 

© (X ^ 冬公다꾀己; 

23. 그대는 무덤속에 묻힌 자를 
I 듣도록 할 수 없으며 그대는 단지 
| 경고자일 뿐이라1> 

24. 하나님은 그대를 복음의 전 
I 달자와 경고자로써 진리와 함께 
5 보냈으되 실로 어떠한 백성 중에 
5 서도 경고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 
| 었노라 

께在故巧수년始 ^ u 할 
©도과系炎것i 

25. 그들이 그대를 부정했듯이1》 
| 선지자들이 분명한 예증과 시편과 

빛나는 성서를 가지고 그들에게 
! 왔을 때 그들 이전의 선조들도 부 
j 정했노라 

—^士故jic屈巡걷與 as i 
®i々 쇄최；용必나 ? 

26. 나는 불신한 그들을 벌하였 
노라 그들에 대한 나의 벌이 얼마 

| 나 무서웠더뇨 

27.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 
리게 하사 그것으로 여러가지 색 

율 깔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너희는 
1 보지 못했느뇨 산들에 는 여러가지 
j 색깔의 하얀층 붉은지역 그리고 
| 검은 곳도 있게 하였노라 

巧^免太데士혀:^ ; 

⑷一최，교w麥^ i 
©次여起빼삭次여 ! 

28. 사람도 동물도 가축도 그와 公요貧在^i必S홧J oTjuJ^ (j-fil : 

1 22-1) 단계적으로 비유되고 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과 앞을 보는 사람，암흑과 빛, 그늘과 열 | 

1 사, 그리고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비유하고 있다. | 

1 23-1) 예언자의 임무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도하여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회개해야 할 필요 
1 성을 보여주며 일상생활 속에서 유혹되기 쉬운 사탄의 사악함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 예 
| 언자는 인간으로 하여금 진리를 수락하고 메세지에 귀를 기울이도록 강요할 수 없다. 1 
i 我-1) 본절은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로하는 절로써 이러한 불신은 무함마드에게만 있었던 불신이 i 

아니라 그 이전에 계시되었던 성서들 즉 구약(타우라)，신약(인질)，시편(자부르)이 계시되 

었을 때도 불신자 및 위선자들은 예언자들을 불신했다.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색깔을 두셨 
노라 그분의 종 가운데서 하나님 
을 두려워 하는 자들은 지식을 가 
진 자들 뿐이나 실로 하나님은 권 
능과 관용으로 충만하심이라 

29. 하나님의 성서를 낭독하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푼 양식으로 알게 모르게 자선 
을 베푸는 자들은 불멸의 이 익욜1> 

얻노라 

30. 하나님은 그들에게 충족한 
보상을 하시며 그분의 은혜를 더 
하여 주시니 실로 그분은 관대하 
시며1> 응답하시는 분이시라 

31. 하나님이 그대에게 계시한 
성서는 진리로 그 이전에 계시된 
것을1> 확중하고 있나니 실로 하나 
님은 그분의 종들을 관찰하시며 
지켜보고 계시니라 

32. 그런 후 하나님은 종 가운데 
서 선택한 그에게1> 그 성서를2] 상 
속하였으나 그들3》중에는 스스로 
를 욕되게 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심及%於(노 犯 최往);公 
© 호5以》，일 

때빈部ᄂ쇼성성요: 6생 成 

최백힛니松在; 내없; 

떠，빠져⑶別® 

©섶2 

힛그多^士조刻^^ 상강 
©%삶?知고成仏述a 

병此。降版 必Si 성峰;방 
在때대와接攻허均 

29- 1) “티자라”는 무역，거래，상업이란 뜻이나 본절에서는 비유되어 표현되고 있다. 훌륭한 사람 
들의 자선은 그가 쓰고 남은 잉여분으로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으로 그에게 부여한 것으로도 자선을 베푼다. 본 절은 다음 2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그의 재산은 영원한 절대적인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정기간 그에게 위탁한 

것이다. 
둘째，그 재의 일부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대신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상인이 

그의 재산을 투자하여 많은 이익을 얻둣이 인간은 그의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 사업 
에 투자할 때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30- 1) 완전한 인간은 없다. 그래서 누구든 결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그의 최선을 다하려 노력할 때 그의 결점들은 제거되어 실수를 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대우를 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용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31- 1) 선지자 무함마드 이전에 계시되었던 모든 계시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꾸란은 계시 
된 모든 성서의 원본을 그대로 확중하고 있다. 

32- 1) 마지막 선지자로 선택받은 무함마드 
2) 꾸란 
3)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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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 중에는 주저하는 자들이 있 
었으며 또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선행에 앞장서는 자들도 
있었더라 그것은 바로 커다란 은 
혜라 

33. 이들은 에덴의 천국으로u 들 
어가리니 그곳에서 금과 진주로 
된 팔찌로 장식되고 명주가 그들 
의 의상이 되리라 

34. 이때 이들은 말하더라 저희 
에게서 슬픔을 거두어 주신 하나 
님을 찬양하나이다 실로 우리의 
주님은 관대하시며 응답하시는 분 
이시라1> 

35. 그분은 그분의 은해로 우리 
를 영원한 안식처에1> 두시니 그 
안에는 어려움이2> 없으며 그곳에 
서는 피곤함도3> 없노라 

36.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불지 
옥이” 그들을 위해 있고 고통은 

끝남이 없으며 그들은 죽지도 아 
니하니라 또한 그들에 대한 벌이 
감소되지도 않노라 그와 같이 하 
나님은 모든 불신자들에게 벌을 
내리니라 

33- 1) “잔나트”는 “잔나”의 복수형으로 천국이나 낙원 또는 정원 둥으로 해석되나 여기서는 천국 
올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복수형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은 천국이 하나 뿐이 아 
니라，여러 개의 천국이 있다는 것올 암시하는 것으로，피르다우스 천국，에덴의 천국，나임 
천국，마으와 천국，칼라드 천국，쌀람 천국, 일리인 천국 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3권 op. cit, p.37). 

34- 1) 본장 30절에서 “하나님은 관대하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시도다”라고 계시되었다. 본 절에서 
는 그 말씀에 대한 약속으로 그들은 목적에 이르러 약속된 것이 사실임을 발견했으며, 그들 
의 희망은 달성되었으며 그들의 슬픔도 끝났다(제技절 30절 참조). 

35- 1) “다루 알마까마” : “다투”는 "집”，“마까마”는 체류，즉 체류하는 집은 곧 천국을 가리키고 
있다. 

2) “나싸브”는 육체적 피로 
3) “루구브”는 육체적 피로에서 오는 정신적 피로를 의미한다. 

36- 1) “나르”는 불지옥으로 “잔나”(천국)의 반대 개념이다. 천국은 안락하고 평안하며 모든 것이 
만족하나 지옥은 불안과 고통과 고난과 수치뿐이며，천국의 모든 것이 영원하듯 지옥의 모 
든 것도 영원하다. 

©그多1公玉2。최必다心?셨V 

(乂홋匕(公고:jltC나다i그보^ 

©答轉4■迎is一 

약; 상⑷假 公.섯此i겠나定 

©J始;幻 

法。乂敬:;麻公後하 

©必처松述다 

雜쎄汉與씼 S錄與 
必과沙賊公65必니육있 

e 넜公名公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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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이때 그들은 그 안에서 소리 
질러 구원을 청하니 주여 저희를 
구하여 주소서 저희가 하지 아니 
했던 선행을 실천하겠나이다 하나 
님이 너희들에게 그 안에서 숙고 
할 충분한 삶을 주지 아니했더뇨 
또한 너희에게 경고자도1ᅭ 도래했 
었노라 그러하매 이제는 너희 행 
위의 결과를 맛볼 때이니 죄인들 
에게는 구원자가 없노라 

38. 실로 하나님은 하늘과 대지 
의 비밀을 아시는 분이시며 인간 
의 마음도 알고 계심이라1> 

39. 그분께서는 너희를 지상의 
계승자로1ᅭ 두셨노라 하나님을 부 
정하는 자 곧 자신을 부정하는 자 
라 그들의 불신은 주님께 증오만 
더해 갈 뿐 불신자들을 증가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만 더해가나 불 
신자들을 더해가지는 못하니라 

40. 일러가로되 너희가 하나님 
아닌 너희의 신들을 보았느뇨D 아 
니면 그들이 넓은 대지에서 창조 
한 것이 무엇이뇨 아니면 하늘을 
창조함에 그들이 동참이라도 하였 
느뇨 아니면 그들이 예증할 수 있 
는 한 성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I자되라>1致않故와 따 
各입少성爲■分其 

‘뇨改法와^^^ ^ 
t» 今 

®v변 

起li效犯싶왜^必낸 

與앙此것나그‘必 與도차好激 
到며此端與 

心나銳셌그乂5心 與成改T 
必切※以다效起必 

37- 1) “슈와이브”라고도 전하여 지고 있으나 본 절에서는 선지자 무함마드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 
이되고 있다. 

38- 1) 본 절에서는 불신자들이 불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앞절에 대한 강조로서， 
그들을 다시 현세로 보낸다 하더라도 그들은 선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자들의 마음 
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다시 돌아간다 하여도 그들은 금지되었 
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니라”(꾸르뚜비 355/22) 

39- 1) “칼리파”는 2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지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써，둘 
째는 이전 전세대의 계승자로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제6장 1效절 참조). 

40- 1) “아 라아이룸”에서 “아”라는 의문사는 불신자들에 대한 힐책을 의미하며，**라아이툼”은 너 
회가 보았는가? 라는 뜻으로, 즉 “너희가 숭배했던 너희들의 신들(우상)에 관하여 내게 말 
해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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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단 말이뇨 그렇지 않노라 우 
매한 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약 
속하나 그것은 기만에 불과하노라 

41. 하늘과 땅이 운행을 멈추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분이 하나님이 
시니 그것들이 운행을 벗어날 때 
어느 누구도 그것들을 유지시킬 
수 없나니 실로 하나님은 관대하 
심과 관용으로 충만하심이라 

42. 그들은 하나님께 크게 맹세 
하여 경고자가 그들에게 이른다면 
그들은 어느 백성보다 더욱 그의 
인도함을 받으리라 했거늘 그러나 
한 경고자가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부터 벗어남을 증가시키더라 

43. 지상에서 오만해 하고 사악 
한 음모를 하였으나 그 사악한 음 
모는 음모자를 에워쌀 뿐이었노라1》 
지금 그들은 선조들의 길을 걷고 
있느뇨 그대는 하나님의 운행에서 
어떠한 수정도 발견치 못할 것이 
며 어떠한 변화도 발견치 못할 것 
이라 

44. 그들은 대지를 여행하면서 
다른 자보다 더 힘이 강한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는가를 보지 아니 
했느뇨 하나님은 하늘과 땅 위에 
서 어떤 무엇에 의해서도 좌절되 
지 아니 하시니 그분은 아심과 권 
능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이라 

45. 인간이 행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망케 하신다 
면 땅 위에 어떤 생물체도 남을 

^ 必%'쑈他 
狂、피 (노切느1 

포必i 冬넜샀期 ※與^^沈 
향必徒政以〜均노必T故淨 

@1沒抄紙 

，빼方，^W犯각 
겠起^ 

^ Sr^rl 나우^ 

匕 y fi온과、 
u^S^j ‘긧계 (Xij^ (b，，(“고요뇨 i G 容 

以삐이태 

投-1》“형제를 위해 만든 구덩이에 그가 묻힌다”라는 아랍격언은 바로 본 절을 입중하고 있다. 



것이 없을 것이라 그러나 그분은 
일정 기간까지 그들을 유예했을뿐 
그들의 기간은 완료되니라 실로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종들을 지 
켜보고 계심이라 

© ■次^^公>1 0낮쇠W샀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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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에서 계시된 敗절로 다음 3가지 기본적인 교리를 제시하고 있 
다. 

1) 부활에 대한 믿음 
2) “인따키야”고을 백성들의 이야기 
3) 만유의 주님이신 유일성에 관한 예증을 다투고 있다. 

꾸란의 진가를 시작으로 선지자 무함마드와 메카 꾸라이쉬 불신자 
들의 불신을 다루면서 이들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벌에 관하여 언급 
하고 있다. “인따키야”고을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불신하였으매 계시 

와 메세지로써 그리고 꾸란으로써 이들 불신에 대항하여 믿음이 강한 
“하비브 낮자르”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충고하자 그 고을의 불신자들 

이 그를 살해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천국으로 들게 하사 그들 
을 멸망케 했으며 태양과 달 그리고 우주의 법칙을 통해서 창조주의 
능력과 유일하심을 입증하고 심판의 날 천국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와 
지옥의 문으로 들어갈 부활의 날을 언급하고 있다. 본 장이 담고 있는 
중요성으로 예언자는 본 장을 꾸란의 핵심이라고 하였다. 

본 장이 꾸란의 기적을 가리키는 철자「야씬」으로 시작된 것으로 
인하여 “야씬” 장이라 불리워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3권 op. cit,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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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우시고 자에^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야 씬1 2 3 4 5> 

2. 지혜로 충만한 꾸란을 두고 
맹세하나니1> 

3. 그대는 선지자들 가운데 한 
선지자로1> 

4. 오른 길을 가는 자라1》 

5. 그것은1> 권능과 자비로 충만 
하신 하나님이 내리신 계시로써 

6. 이는 그들의 선조들이 경고받 
지 아니한 백성들에게 그대로 하 
여금 경고케 하고자 함이라 그러 
나 그들은 주의하지 않했노라 

7. 그 말씀이 그들 다수 위에 진 
리로 나타났으나1> 그들은 믿지 아 
니하더라 

1- 1) 꾸란 기적 중의 하나로 풀이된다. 한편 “이브누 압바쓰”는 “야씬”에서 “야”는 “오! 인간이여!” 

라고 말하고 있으며，또 “야씬”은 선지자 무함마드 칭호가운데 하나라고 전하여지고 있기도 
하다. 또는 “야씬”의 뜻은 “인류의 지도자여!”라고 **아부 바르크 와라끄”가 풀이하고 있다(알 
꾸르뚜비 4/15). 

2- 1) 창조주 하나님께서 꾸란을 두고 맹세하였다는 것은 바로 이 꾸란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무함마드는 계시받은 선지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1) 메카 꾸라이쉬 불신자들이 무함마드에게 말하길, “무함마드여! 그대는 선지자가 아니며, 하 
나님께서 그대를 우리에게 보내지 아니했도다”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무함마드가 선지자 중 
의 한 선지자임을 이 꾸란에서 맹세하고 있다(꾸루뚜비 해설 5/15). 

4- 1) 하나님이 홀로 계심올 믿는 이슬람의 길 

5- 1) 꾸란은 

7-1) 그들의 오만과 불신으로 말미암아 대다수 불신자들 위에 불지옥의 벌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 
이 있었음에도 

o▲쯧홧 | 切I巧-축 

6^- 

® (玉도및니과 

© (성⑷久炎’합 그 졌色 起;향 

©꽤와分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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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나님은 그들의 목에 멍에를 
씌우니 그것이 그들의 턱까지 이 
르매 그들의 고개가 위로 올라 볼 

수 없게 되었더라 

9. 하나님이 그들 앞에 장애물을 
놓고 그들 뒤에도 장애물을 두며 
그들 위에 덮개를 씌우니 그들은 
보지 못하더라 

10. 그대가 그들에게 경고를 하 
던 경고를 아니 하던 그들은 마찬 
가지로 믿지 않노라 

11. 말씀을 따르고 보이지 아니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자들 
에게 경고하고 그에게는 관용과 
은혜로운 보상이1> 있을 것이라는 
복음을 전하라 

다姑넷 賊效요與 

;多々《己소ᄑ은， 
©려힛次;松炎 

© 에以화從꾜T;제改 

12. 보라 하나님이 죽은자를 소 
생시켜 그들이 앞서 행한 것들과 
그들이 남긴 것들을1》기록하노라 
실로 그분은 모든 것들을 분명한 
장부에 적어 두노라 

13. 그 고을의1〕주민들에게 선지 
자들이2ᅩ 비유를 들어 설명하노라 

14.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명의 선지자들을1> 보냈으나 그들 

©용홋시 致ᄂ나一뇌 

li;있起，여■巧 4—J 
其캤， 

심瓦多 

11- 1) 은혜로운 보상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보상으로 그것은 천국에 있는 보상들이라(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15分3). 

12- 1) 선행 및 악행. 그의 발이 사원으로 행한 흔적들이라고 풀이되고 있다<타프씨르 알따브리 
99/22). 

13- 1) "인따키야“ 고을로 서력 초기 시리아 북부지역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고을 중의 하나라고 
많은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2) 이 고올에 3명의 선지자 즉 “싸디끄”, **마쓰두끄”，“샤무운”이 보내어 졌다고 풀이되고 있으 
며(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3권 op. cit, p.47), 다른 한편으로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보낸 전령들이라고도 풀이되고 있다(Muhammad Al-Mialim, (私 cit, p.497). 

14- 1) 예수가 보낸 2명의 전령(Ibid) 

■松從™*뼈뼈性빼5^^雄빼賊■■狂■업■醜難越■理雜^^_被^■병종^痛: 



: 15-20 822 

은 선지자들을 부인하매 그분은 
i 세번째 선지자를 보내어 강하게 

하니 이들이 말하길 실로 우리는 
너희를 위해 보내어진 선지자들이 
라하더라 

©여文■版 ! 

15. 이때 백성들이 너희는 우리 
1 와 갈은 인간에 불과하며1> 하나님 

께서는 ^1무런 계시도 내리지 아 
니했는데 실로 너희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 뿐이라 말하니 

ᄏ 05^7必^^;^ 쇗法 
⑤^최i빠厂於心 

16.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은 아 
시노라 실로 우리는 너희를 위해 
보내어진 선지자들로써 

17. 우리의 의무는 단지 분명한 
j 말씀을 전하는데 있을 뿐이라 

©때회•求 us 

18. 그들이 말하길 우리는 분명 
히 당신들로부터 악운을 점쳤으니 
만일 너회가 중지하지 않는다면 

i 너희에게 투석 할 것이라 너희는 
우리로부터 고통스러운 벌을 받으 

j 리라 하더라 

©향이고방 於의 

19. 이때 선지자들이 말하길 너 
j 회의 흉조는 너희와 함께 있노라1) 

너희가 훈계를 받았음에도2) 그러 
1 느뇨 너희는 죄악에 빠진 백성이라 

文고아々與느r夕쓰;잎극切與 

20. 그때 그 마을 먼곳으로부터 
한 남자가0 달려와 말하길 백성들 
이여 선지자들을 따르소서, 

1 15-1) 사도행전 제14장 14절-15절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 
러분은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뇨，우리가 너희와 같은 성전을 가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19-1) 너희의 흉조는 우리 때문이 아니고 너희의 불신과 거역함과 너희의 사악한 행위 때문이다. 
| 2)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께로 너희를 초청했음에도 

20-1) “하비브 낮자르”는 명주실을 짜는 한 남자로 도시 외곽에 거주하면서 선지자들율 믿었다 
(Muhammad Al-Mualim, op. cit, p.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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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여러분께 보상을 구하지 아 
니한 그분들을 따르소서 그분들은 
인도하심을 받은 분들이라 

22. 나를 창조하시고 또한 여러 
분이 그분에게로 귀의할 그분을 
내가 경배 아니할 이유가 없으니 

23.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경배해야 되느뇨 하나님께서는 내 
게 재앙을 주실 때 그들의 중재는 
내게 소용이 없으며 나를 구원할 
수 없노라 

24-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1> 

실로 나는 방황하게 되리라 

25. 실로 나는 당신들의 주님을 
믿나니 내게 귀를 기울이시요1> 

26. 천국으로 들어가라]) 말을 들 
으매 나의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 
야 했는데 라고 말하더라2} 

27.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사 나로 하여금 은혜받는자 가 
운데 있게 하였노라 

28. 하나님은 그 이후로 그의 백 
성에1> 대하여 하늘에서 어떤 병사 

© 발;幻^=4더々뼈 

@6$：之4；往과。때父幻50^ 

C寒多뼛多公》以 
©yj 起;때러策松 

® 必사경방홧 

舍과: 多관:辨延?k與起 

©起:切版‘逆 a:與、 

⑫ ⑤々노〒以노和?多‘}직과 匕; 

24-1)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신으로 숭배한다면 

幻-1) “너희를 창조한 조물주 하나님을 내가 믿나니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충고에 따르시오”라고 
그 남자가 말하자 불신자들이 그에게 돌을 던졌으므로 그 남자는 돌에 맞아 죽었다고 풀이 
되고 있다(Khalid Tafsir Al-Jalallain, op. cit, p.583). 

26-1) “하비브 낮자르”가 그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믿고 믿음을 가지라고 충고하자 불신자들 
이 그를 살해하였다고 전하여지고 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순교자로써 “천국으 
로 들어가라”라고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3권 op. cit, 
p.49). 

2) 그 남자는 현세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충고하였고，죽어서까지도 그의 백성들에게 충고하였 
다고 이브누 압바스는 해석하고 있다.(Ibid) 

28-1) 하비브 낮자르의 백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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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보내지 아니했으니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노라 

29. 실로 하늘로부터 한번의 강 
한 질풍이 있었을 뿐인데 그때 그 
들 모두는 재처럼 사라지고 없더 

30. 가엾온 종들이라 그들에게 
선지자가 이를 때마다 그들은 조 
롱할 뿐이었노라 

31. 하나님이 그들 이전에 얼마 
나 많은 세대를 멸망했는지 그들 
은 알지 못함이뇨 실로 그들은 다 
시 돌아가지 못하니라 

32. 그러나 그들 모두는1> 하나님 
에게 불리워 오매 

성I典처;i故；在切攻々 與쑈 
©dm 

棟i샜나해귀해攻妙요허 
©。《起f 

此 

33. 이때 그들을 위한 예증은 죽 
은 대지가 되리니 하나님은 그것 
을 생동케 하여 그곳으로부터 곡 
식이 나오도록 하니 그들은 그것 
을 먹도다 

34. 하나님은 그 안에 종려나무 
와 포도나무가 있는 낙원을 두고 
그곳으로 물이 흐르도록 하여 

35. 그들이 만들지 아니한 과일 
을 먹도록 했으나 그래도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더라 

36.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소서 
그분께서는 대지가 생산하는 모든 

起A>：S必效 

以높送IS3 나화文多巧 식%^ᄃ“ 
金 公로환 

29-1) “하비브 낯자르”가 살해되자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사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무서운 질풍 
을 일으켜 그 고을을 멸망케 한 것으로 무함마드 알리 사부니” 교수는 풀이하고 있다.(Ibid) 

32-1) 지나간 모든 세대와 앞으로 올 모든 세대 

按^^建^^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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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자웅으로 두셨고 인간도 그 
리고 알지 못하는 것도 자웅으로 
지으셨노라 

37. 그들을 위한 예증으로 밤이 
있나니 하나님이 낮을 거두어 간다 
면 그들은 암흑 속에 있게 되리라 

38. 태양은 그의 궤도를 운행하 
니 그것은 권능과 아심으로 충만 
하신 그분의 명령이시라 

39. 달을 두어 그의 궤도를 운행 
케 하니 오래된 메마른 종려나무 
가지처럼 다시 돌아오니라 

40. 태양이 달을 잠을 수 없으며 
밤이 낮을 추월하지 못하니 각자 
는 각자의 궤도를 법칙에 따라 운 
행할 뿐이라 

41. 그들을 위한 예증이 있거늘 
하나님이 그들의 자손들을 짐 실 
은 방주에 태웠노라1》 

42.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그 
들이 승선할 그와 유사한 배를1》 
만들어 주셨노라 

43.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있었 
다면 익사하게 했을 것이라 그때 
그들은 구원의 외침을 들어줄 자가 
없으니 구제되지 못했을 것이라 

@ 와 fe; 知과 

옳&떠사句져此 p 험必私 

，必。雜起端义起© 봤j허 

® 

41- 1) 태양과 달의 운행올 통해서도 하나님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예증으로써 아담 
의 자손들을 노아의 방주에 각각의 쌍을 태운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42- 1) 그 이후 바다 건너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여 주는 노아의 방주처럼 유사한 배를 인간으로 하 
여금 만들도록 부여한 지혜라고 풀이된다. 한편 “이브누 압바쓰”는 “그와 유사한 배”를 사 
막을 횡단하는 낙타 또는 그 밖의 육지와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그것을 바다의 교 
통수단인 배와 같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으나 전자가 타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l«l|IITIHIliillll H^lli"IHHimllilll IIIMlil 'III Ulll'lli \¥t 



44.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잠 
시동안 그들을 향락케 했노라 

@ 士?(보더S고笑々생 

45. 너희 이전의 것을1> 두려워 
하고 너희 이후에 있을 것을 두려 
워 하라2ᅵ 그들에게 경고가 있었거 
늘 그리하면 그들이 은혜를 받으 
리라 

46. 그들에게 하나님 예증 가운 
데 어떤 예증이n 오던지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등을 돌리었노라 

47.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여한 
일용할 양식으로 자선을 베풀라는 
말씀이 있었을 때 불신자들이 믿 
는 자들에게 말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분께서 양육할 그 
들을 우리가 양육하란 말이뇨 실 
로 너희는 크게 방황하고 있을 뿐 
이라 

48. 더하여 말하길 너희가 말한 
것이 진실이라면 이 약속은 언제 
O L W1》 

49. 그러나 그들은 강한 질풍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 그들이 서 
로가 논쟁하고 있을 때 그것이 그 
들을 휩쓸어 가리라 

50. 그때 그들에게는 유언할 기 
회도 없을 것이며 그들 가족으로 
돌아갈 기회도 없을 것이라 

與;⑩5炎化歌與必與的 
/ 

© 되짐^었※서양 G 

G逆，述⑶했與炎與써S 故 
部。_ 物延與1P쇼節齡 

© &V一섰쏘쇼於디 김》) 

©。分:^松銳^^^與 

45- 1) 하나님에 대한 불신 및 선지자들에 대한 거역으로 하나님이 멸망케 한 선조들의 교훈 
2) 내세에 있을 하나님의 벌 

46- 1)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인 모든 기적들 

48-1) 심판의 날 불신자들에게 무서운 벌이 있다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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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나팔의 소리가 들리니1》보라 
그들은 무덤으로부터 서둘러 주님 
깨로 나가니라 

52. 그들은 말하리라 오 슬프도 
다 우리의 침상에세> 우리를 일으 
키는 자가 누구뇨 이때 한 음성이 
들려오니 그것은 자비로운 분이2》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이 그 진리를 
말한 것이라 

53. 강한 질풍이 몰아치자 보라 
그때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으로 
불리워 오더라 

54. 그날에는 조금도 부정하게 
처리되지 아니 하니 너희는 너희 
가 행한 것으로 보상을 받으리라 

55. 실로 그날 천국에 거주하는 
자들은 그들이 행한 모든 것으로 
크게 기뻐하리라 

56. 그들은 그의 아내들과 시원 
한 그늘에서 장식된 침상에 기대 
어 

57. 모든 과일을 즐기며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게 되며 

58. 평안하라는 자비로운 주님의 
말씀을 듣더라 

59. 죄인들이여 오늘은 너희를 
의로운 자들로부터 분리시키리라 

® |公每公；심kW; 

© 려디과每데 

© ⑷빼폐軟炎•與 

®。以 0^5그3렷첬 Ci화 61 

© 6셨:‘실®^ 0과간와’;교쇼 

©占起效雜^ 

®6>쳇휀교:紙; 

51-1) 하디쓰에 의하여 죽음을 담당하는 천사는 이스라필로 그가 나팔을 불게 된다. 그러나 이 천 
사 이름은 꾸란에 직접 언급이 되지 않고 있으나 트럼펫은 자주 언급되고 있다(제6장 73 
절). 

52-1) 무덤 
2) “아르라흐만”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란 뜻으로 99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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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아담의 자손들이여 내가 너 
희애게 일러 사탄을 숭배하지 말 
라 그는 너희들의 분명한 적이라 

빼때V必^敎與！^ 

61. 그러므로 나만을 경배하라 
그것이 옳은 길이라 하지 아니했 
더 뇨 

62. 그러나 사탄은 너희 가운데 
많은 무리를 방황토록 했나니 너 
회는 이해하지 못했느뇨 

© 최紫餘빠及5그縱 

63. 이것이 너희에게 반복하여 
약속한 지옥이라 

©6; 고:起乂於 

64. 화염을 맛보라 이것은 너희 
가 고집하여 진리를 거역한 때문 
이라 

©知，與와^여 

65. 그날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봉하니 그들의 손들이 하나님에게 
이야기 하고 그들의 발들은 그들 
이 행한 모든 것을 증언하더라 

f料雄;松3데;於銳쳇 장 
© 6左其 5찌 

66.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하 
나님은 그들의 시력을 앗아 갔으 
리라 그때 그들은 길을 더듬어 찾 
으나 그들은 어떻게 볼 수 있느뇨 

故폐與그이I逆SS 
® 6i넘 

67.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그 
들의 장소에 고정시켰을 것이며 
그때 그들은 움직일 수도 없었을 
것이며 다시 돌^올 수도 없을 것 
이라 

라치 
© 소)i?々接 

68.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사 하 
나님이 그로 하여 다시 되돌아 가 
게 하나니 그래도 그들은 이해하 
지 못하느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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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하나님은 예언자에게 시를 
가르치지 아니했으몌> 시인은 그 
에게 적합하지 않노라 이것은 메 
세지로 사실을 밝혀주는 꾸란이라 

70. 이것으로1> 살아있는 이들에 
게2> 경고하고 불신자들에게는 진 
리의 말씀이 실현되게 하였노라3> 

71.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 
해 창조한 가축들을 그들로 하여 
금 다스리게 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느뇨 

72. 하나님께서 그것들로 하여금 
그들의 쓰임에 순종케 하여 일부 
는 그들을 운반하는 것으로 하고 
일부는 식용으로 하였노라 

73. 그들은 그것들로 다른 유용 
함을 얻나니 마실 우유를 얻노라 
그런데도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 

74. 그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 
들을 숭배하니 그들이 도움을 받 
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느뇨 

75. 우상들은 그들을 도울 힘이 
없으며 오히려 그들은 우상의 병 
사로써 불리워 가노라1> 

與文때요li방，策多화쑈抄S 

©6必切拜成업以雄⑶技賊臟淑 

@ 與沙^鄕S 

©화，최^效 

@ 혹’ f幻2험고ik々。도노외S 

© 必在效은效冬 유^괘 

69- 1) 무함마드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메세지가 무함마드가 쓴 시 라고 꾸란을 거역했던 메 
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있다. 

70- 1) 꾸란 
2) 꾸란을 믿는 이들 
3) 믿음을 거역한 불신자들에게는 벌이 있다는 말씀 

75-1) 불신자들이 숭배하던 우상들은 심판의 날 그들에게 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불 
신자들은 그 우상들에게 이용을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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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그들의 말이1> 그대를 슬프게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그들이 
숨기는 것과 드러내는 것을 아시 
노라 

77. 인간은 하나님이 그를 정액 
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 
느뇨 보라 그러나 그는 아직도 논 
쟁하고 있노라1》 

78. 인간은 하나님과 유사한 것 
들을 지어내며1> 그가 창조된 것을 
잊어버리고 말하길 부패하여 버린 
이 뼈에 누가 생명을 부여하느뇨 
라고 하더라 

79. 일러가로되 하나님께서 태초 
에1> 그들을 창조한 생명을 그들에 
게 주실 것이라 실로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심을 알고 계시노라 

80. 너희를 위해 푸른 나무에서 
불을 보라 그때 너희는 그것으로 
불을 밝히노라 

81. 하늘과 대지를 창조하신 그 
분께서 그것들과 유사한 것을 창 
조할 수 없단 말이뇨 그렇지 아니 
함이라 실로 그분은 모든 것을 창 
조하시며 아시노라 

©(^축;紙떻疏와 

© ^以4구내;j요》3?였육잇 冬? 

域知與 ^ 此與 
©교날 

與소後▲생細겨# 公a; 
©및，‘與화謀始 

76-1) 무함마드는 시인이요 마술사일 뿐이라고 하면서 무함마드를 통하여 계시된 메세지를 거역 
하는 그들의 말 

77-V 이 절은 “우바이 이븐 칼프”에 관하여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는 어느날 부패한 
죽은 사람의 뼈를 가지고 선지자 무함마드 앞에 나타나 그 뼈를 다시 산산조각으로 부서뜨 
린 다옴 조롱하며 묻기를 **무함마드여! 우리 인간이 이처럼 산산조각이 된 후에 하나님깨서 
다시 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선지자께서 대답하길, “그렇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부활하게 하사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느니라”라고 하였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3권 op. cit，p■改). 

78- 1) 부패한 뼈를 가지고 비유한 것 

79- 1)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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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실로 그분께서 무엇에 뜻을 
두시고 있어라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83.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그분 
께 영광이 있으소서 그 모든 것은 
그분에게로 귀의하노라 

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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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장 사파트 

메카에서 계시된 182절로 이슬람의 기본 원리인 유일신 사상，계시 
그리고 부활과 보상을 다투어 믿음을 더욱 뒷받침 하여 주고 있다. 

천사에 관한 대화를 시작으로 예배의 구심점이 되는 일직선(사파 
트》，악마들에 관한 이야기와 그들이 들어갈 지옥，부활과 보상 그리 
고 부패한 육신의 부활을 서두에서 다루다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강 
조하면서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생하나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영 
생한다는 것을 다루고 있다. 그런후 일부 예언자들，노아, 아브라함， 
이스마엘, 모세，아론，일리야스 및 롯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스마엘 

을 제단에 바치는 일에 있어서의 믿음과 시험이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 다. 

끝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로 하여금 현세와 내세에서 승 
리토록 하여 믿는 사람들에겐 승리가 있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본 

장을 끝내고 있다. 

본 장은 종들에게 끊임없이 방낮으로 줄을 일직선으로 하여 하나님 
을 경배하고 있는 천사들을 언급하는 데서「사파트」라고 불리워진 것 
으로 풀이되고 있다. 사파트의 의미는 예배를 드릴 때 일렬로 좌우 일 
직선을 이룬다는 뜻이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4권 op. cit,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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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리하여 그들은1> 천사들의 
회의를 엿들을 수 없고 사방에서 
화염의 돌을 맞으며 

싸 ᄃ ' . 4 ᄀ，^ U~ 士'' m?.:空교 ，실！S 빨 ᅭ ᄅ m ■心， 

9. 쫓겨나 영원한 벌을 받으리라 ©십妙效!！勝 

10. 몰래 무엇인가 홈쳐가는 자 
있다면 치솟는 화염의 불길이 그 J 를 추적하리라 

© 4살54成浴쑈多농향고^1心^펜 

11. 그들에게 물어보라1> 그들이 
만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과 

? 어느 것이 강하뇨 하나님은 그들 
을 진흙으로 창조하였노라$ 

^ 빼，^按떠;故2炎 

12. 그대는 놀라고 감탄하나1》그 
j 들은々 비웃고 있노라 

©必沒와敎? 

13. 그들은 훈계를 받으나1》주의 
하지 아니하며 

©述^3多能 ； 

14. 그들은 예중을 지켜보나 조 
롱하며 

© 玄4?執公 

15. 이것은 분명한 마술에 불과 
하다고 하더라 

S 松Ml私邊어 j 

16. 우리가 죽어 흙과 뼈가 된 
후 다시 부활된다는 말이뇨 

죠必餘3故0起逆難冬 m ! 

1 8-1) 악마들 

I 11-1) 무함마드여! 사탄인 불신자 또는 위선자들에게 부활에 관하여 물어보라. 
2) 하나님께서 죽은 시체를 다시 부활하는 것은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써는 
당연하다* 그러나 피조물인 사탄은 죽은 자를 살게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 12-1) 그대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에 관하여 놀라 찬미를 드리나 사탄들은 부활올 비 
1 웃고 그대의 감탄과 찬미를 조롱하고 있다. 1 2) 사탄들 S 

13-1) 꾸란의 복음과 교훈과 경고를 받아 두려워 하여야 할 그들은 숙고하지 아니하며， 



제 37 장 사파트 : 17〜27 835 mmm 

I 17. 우리의 지나간 선조들도 그 
렇게 된단 말이뇨1> 

표一■■■■■■■■~-■■■■■■■—.. 

© 改5( 

18. 일러가로되 그러하니라 그때 
너희는 너희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비참하게 되리라 

©교必幻^ j 

19. 그때 한 소리가 울려 퍼지리 
I 니1》보라 그때 그들은 서로 보게 
E 되매 

©述與分與^^賊 ； 

20. 그들은 말하리라 슬프도다 
이것이 심판의 날이구나 

21. 이것이 바로 너희가 거역했 
던 심판의 날이라1> < 

©必與句^넷ci쒸쑈技 

22. 불러 모으라 말씀이 있으니 
^ 죄인들과 그들의 아내들과 그들이 
숭배했던 것들이라 

©必後遠犯約通i御^1 

23. 하나님 외에 숭배한 것들이 
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불 

； 지옥으로 안내하여 

혹⑷혓在 (노 

24. 그들을 멈추게 하니 그들은 
j 질문을 받게 되노라 
! 

®(S聲效버接 

25. 너희：가 서로 돕지 못하는 것 
은 어찌된 일이뇨 

1 

致取t ; 

26. 그렇지 못하니라 그날 그들 
은 심판에 복종하게 되나니 

27. 그들은 서로 다가서며 서로 
가 서로에게 질문하더라 ©성향系拜後難5 

1 17-1) 부활이 된단 말이뇨? 

19-1) 무덤에 있던 모든 것들올 일어나게 하는 “이스라필”의 나팔소리. ! 

j 21-1) 천사가 심판의 날이라는 것올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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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실로 너희가 오른편으로 부 
터 우리에게 왔으며 라고 말하니1> 

©一分_ 

29. 아니라 너회 스스로가 믿음 
이 없었노라1> 

30. 우리는1> 너희를 다스릴 아무 
런 힘도 없도다 그것은 오히려 너 
회가 오만한 백성중에 있었노라 

©法^성^y必9接均;^ 

31. 진리인 주님의 말씀이 입중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할 뿐이라 

©삶■빼빼 

32. 실로 우리는 너희를 방황케 
했으며 우리 스스로도 방황했노라 

衣與 

33. 실로 그들 모두는 그날 벌을 
받음에 함께 하리라 

©必在니雜細在 쌌료 

34. 하나님은 이렇듯 죄지은 자 
를 다스리니 

©述A必유상例 t 

35.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는 말 
씀이 그들에게 있었을 때 그들은 
오만하곤 하였으며 

36. 제정신이 아닌 시인을 위하 
여 우리의 신들을 포기해야 되느 
뇨D 라고 그들은 말했더라 

28- 1) 죄인들이 추종했던 사탄의 우두머리들에게 그들이 진리를 불신한 것은 사탄의 우두머리들 
때문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즉 우상을 숭배하였던 불신자들은 그들을 유혹하여 방황케 
하였던 그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하길，“당신들은 진리의 편에서 우리에게 온 것으로 알고 
믿었는데 우리를 유혹하여 기만하였도다” 

29- 1) 이때 사탄의 우두머리들은 죄인들에게, 그것은 스스로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 대답하고 
있다. 

30- 1) 사탄의 우두머리들 

36-1) 하나님 한분만을 경배하라고 촉구하였을 때 불신자들이 말하길, “제 정신이 아닌 시인 무함 
마드의 말 때문에 우리 선조와 우리가 숭배하고 있는 우상숭배를 포기하란 말이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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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7. 그렇지 않노라 그는0 진리로 
i 도래하여 선지자들을 확증하였노라 

38. 실로 너희는 고통스러운 벌 
f 을 맛볼 것이요 

39. 너희가 행한 것으로 대가를 
| 받으리라 

40. 그러나 성실한 하나님의 종 
1 들은 제외이며 

41. 그들을 위해서는 알려진1》일 
용할 양식이 있으니 

©)]接義우技년勢 

f 42. 기쁨의 과일들과 명예와 존 
엄이 그것이라 義必突따짐 5| 

1 43. 그들은 가장 축복받은 천국 
1 에서 

© 石身냥수 公 

44. 옥좌에 앉아 서로 마주보고 
| 앉아서 

45. 흐르는1> 샘물에서 잔으로 순 
: 배를 들게 되나니 

46. 그것은 수정같이 하얗고 마 
j 시는 이들에게 맛이 있더라 

©실“■答; 

47. 그것은 머리가 아프지 아니 
j: 하고 취하지도 않더라1》 ©述5料必•域) - 

| 37-1) 무함마드 S 
41-1) “마을 루문” “잘 알려진”이란 뜻으로 보기에 아름답고，먹음에 맛이 있으며，냄새를 맡으니 

1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일용할 양식이라고 “아부 싸우드”는 풀이하고 있 
[ 다(아부 싸우드 268/4). j 

1 45-1) 마임 : “자리야” 즉 고여 있지 아니하고 항상 흐르는 것을 의미한다(알따브리 3少幻). 

47-1) 천국에 있는 술은 현세의 술과는 갈지 아니하여 취하지도 아니하고 아픔의 고통을 주지도 
E 않는다 현세의 술은 두통과 북통과 이성을 마비시켜 버리지만 천국에 있는 술맛은 현세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브누 카씨르”는 풀이하고 있다. 

難^빼繼^^^，^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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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그가 말하길 하나님께 맹세 
하나니 너는 나를 멸망으로 유혹 
하려 했노라1》 

® {남0忘 

57. 내 주님의 은혜가 없었던들 
| 실로 나는 그곳에 끌려온 자중에1》 

있었으리라 

©3지士^0；公헸違 

58. 우리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는 것은 그와 같지 않느뇨 

©公5놘以이 

59. 우리가 한번 죽으면 벌을 받 
지 아니할 것이라 생각했느뇨D 

©必 ■ 
1 

60. 실로 이것은시 최후의 승리ef 

ii 
©죄P必收 하 

61. 이러한 것을1} 위하여 모든 
| 인간은 노력해야 되니라 

© 石!多一、p公^시호고 

62. 그와 갈은 환대가 더 나으뇨 
:; 아니면 자꾸무1> 나무가 더 나으뇨 

| 

63.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한 시 
험으로 그것을1> 두었노라 

©品與技此幻^ 

64. 그것은 불지옥의 밑바닥에서 
:; 자라는 나무로 

©쇼異나고系名화“피! : 

J 56-1) 그리고 신앙인들(무으민)과 그가 지옥의 
망케 하려 나에게 접근했도다” 

친구에게 말하길, “네가 우리를 유혹하여 나를 멸 

57-1)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나는 너를 따라 이 불지옥에 
i 있었을 것이다다 ^ 

恐-1) 그는 계속하여 그의 친구 불신자에게 말하고 있다. “우리가 한번 죽으면 다시 부활하지 아 
' 니하며 심판도» 그리고 보상도 없다는 것을 너는 믿고 있는가7” | 

60-1) 이 은혜 
2) 천국의 백성들이 얻는 승리. 

1 61-1) 천국의 영광과 기쁨 그리고 보상을 위해서， 

62-1) “자꾸무” : 지옥에 있는 쓰디쓴 나무로 천국에 있는 oj름답고 달콤한 열매를 맺는 나무와 
1 대조되고 있다<제17장 60절 참조》. 

J 於-1) “자꾸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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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열매를 맺는 새싹은 사탄의 
우두머리들과 같으니 

©•회 •상 S 

66. 그들은1> 그것을 먹어 배를 
채우며 

©⑷略 a四^始f病 

67. 그 위에 이글거리는 물이 더 
하여 채워지고 

©과，■교多 

68. 그들은 타오르는 불지옥으로 
향하니라 

必•冬域^ ; 

69. 그들은 방황하는 그들의 선 
조들을 발견하고 

4威“均! 與(고 

70. 서둘러 그들의 발자취를 따 
랐노라 

©최해5效 j 

71. 그들 이전의 많은 선조들도 
방황하고 있었더라 

©■難과5於교 1 

72.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한 선 
지자를 보내어 그들을 충고하도록 
하였으니 

있在때데 ； 

73. 경고를 받고도 주의하지 아 
니한 이들의 종말이 어떠 했더뇨15 

74.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한 종 
들은 제외라 

75. 노아가 하나님에게 구원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하사 

66-1) 불신자들은 배고파 인내할 수 없어 그 자꾸무 열매로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다. 

73-1) 무함마드여, 이들 위선자 그리고 불신자들의 종말이 어떠했는가를 보고 믿는 사람들의 교훈 
으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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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큰 재앙으로부터 그와 그의 
1 가족을 구하고” 

속읽휴 k노技있;《多; : 

77. 그의 자손으로 하여금 생존 
케 하였노라1》 

；; 

78. 하나님은 후에 올 세대들을 
위해 그에게 축복을 남겨 

호攻炎 j 

79. 후세대 가운데 노아에게 평 
안이 있도록 하였노라 

j 

80. 이처럼 하나님은 선을 행하 
는 자들에게 보상하나니 

©C&必多육公화 ' 

81. 하나님의 충실한 한 종이었 
노라 

©fe，次^ \ 

82. 그리고 하나님은 불신한 나 
머지를 익사케 하였노라 

:: 

83. 실로 그를1> 따르는 무리중에 
아브라함이 있었노라와 

©▲상성i兵(노^ , 

84. 그가1ᅭ 경건하 마음으로2> 주 
깨로 왔을 때 

©화與命與、 

85. 아버지와 그의 백성에게1> 여 
러분이 숭배하는 것이 무엇이뇨 

3 76-1) 노아의 대홍수，제9장 25-48절 참조 

I 77-1) 노아가 만든 방주에 오른 자손들은 번성하였으나 그밖의 백성들은 멸망하였다 그때 방주에 
올랐던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남녀 합하여 80명이었다고 풀이되고 있다. 그래서 14이브누 압 

1 바쓰”는 그의 백성들이 몰락한 이후 지상에는 노아의 후손만 남았으며(알바흐르 알무히뜨 _ 
해설 36V7), 이 후손이 그 후에 행족，셈족，야비쓰족으로 되었다. j 

! 83-1) 노아 
1 2》본 장에 언급되고 있는 9명의 예언자(본장 서문 참조) 중 노아의 이야기 다음으로 아브라함 

의 얘기가 언급되고 있다(제21장 51-73절 참조). 노아와 아브라함 예언자 간의 차이는 2640 
1 년으로 그 사이에는 두명의 예언자 “후드”와 “살레”가 있었던 것으로 “알바이다위”는 풀이 

하고 있다(알바위다위 141"). ； 

I 公4-1) 아브라함 
| 2)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욕심이 없으며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한 순결한 마음. 

j 紋-1) 그의 아버지 “아지르”와 그의 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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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여러분이 숭배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허위의1ᅩ 우상이 아 
니더뇨 

® 多>16;其⑭빼 

87. 만유의 주님에 관하여 여러 
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뇨1》 

88. 그런 후 그는 별들을 쳐다 
보고서 

89. 말하길 실로 내 마음이 아프 

도다 
©其■後 

90. 그러자 사람들이 둥을 돌리 
i 고 떠났더라1) 

必러책與 

91. 그후 그가 그들의 신에게 다 
가가 너희는 너희 앞에 마련된 음 
식을 먹지 못하느뇨1> 

按松犯四 

92.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뇨 

@6흣與抄匕 

93. 그런 후 그는 다가가* 오른 
손으로 그것을 부수워 버렸더라1》 

©必與狀 片間고 

94. 그후 우상 숭배자들이 급히 
、서둘러 달려와 그를 대하니1》 

::: 

©必 

I :: 
86-1) "이프쿠”는 가장 사악한 허위와 거짓이란 뜻이다. 

87-1) 여러분이 숭배했던 신을 만났을 때 그 우상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올 하여 줄 것인지…? 그 
1 리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여 보았는지…? 

90-1) 다음날 축제가 있어 아브라함에게 그 축제에 나가자고 하니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축제에 내가 나간다면 나는 몸에 병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자, 그의 가족과 백성들 
은 그를 비웃고 축제를 위해 나갔다. 

91-1) 우상에게 음식올 바쳐 제사를 지낸 후 그의 백성들이 떠나자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다가갔 

6 다. 

| 93-1) 아브라함은 우상들에게 다가가서 가지고 있던 도끼로 우상들올 부서버렸다. 

94-1) 아브라함에게 달려와 “우리가 숭배하는 우리의 신들을 네가 부수워 버렸단 말인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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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그가 말하길 여러분이 만든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뇨 

舍 췌 匕쑈逆하^ 

96.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 
셨고 여러분이 만든 것도 그러하 

| 다고 하니 

©接551겠述셌5 1 

97. 그들이 말하길 화덕을 만들어 
타오르는 불속으로 그를 던지라 

©石?5◎石◎忘합S 피향^ 1 

98. 이것이 실패하니1> 그들은 다 
른 음모를 꾸몄으나^ 하나님은 그 
들을 가장 비천한 자들로 만들었 

I 노라 

©빼빠훼■ j 

99. 그가 말하길 나의 주님께로 
가리니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여 

g 주실 것이라1> 

® ‘스4?띠 시벤〔M; j 

! loo. 주여 저에게 순종할 자손을 
주옵소서 

©삐(께必必 j 

101. 그리하여 하나님은 인내하 
며 순종할 아이가 있을 복음의 소 

j 식을 그에게 주었노라” 

\ 

102. 아들의 나이가 그와 함께1》 
J 일할 나이에 이르렀을 때2> 그가 

말하길 내 아들아 너를 제단에 올 

피난폐熟며^此#成 j 
후公칙훼抄1향炎회 j 

98-1) 장작을 모아 아브라함을 묶은 후 불을 붙혔으나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추워져라「바르단 유 
i 와 쌀라만 알라이히」라는 말씀으로 안전하게 구제되었다. 

2) 그들의 또 다른 음모도 실패하였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띠나 시리아 및 팔레스타인 땅에서 
| 번성하였다(제21장 기절 참조). j 

99-1) 샴 지역으로 이주했던 브라함이 최초의 무하지린 이었다고 풀이하고 있다(알꾸르 뚜비 
97/15), J 

s 101-D 이 소식은 아브라함이 기름진 땅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에 있었을 때이다. 그때 태어난 아브 i 
1 라함의 첫 자손이 이스마엘이었다. 이스마엘 이름의 근원은 “싸미아” 즉 “들었다”라는 뜻 
1 으로 이는 하나님이 들을 달라고 구원한 아브라함의 기도률 듣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 | 

마엘이라 이름을 지은 것으로 전하여 지고 있다. 이스마엘올 낳을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效세였다<창세기 16장 16절 참조》. j 

1 102-1) 아브라함 1 
^ 2) 그때 나이 13살이었다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 

꽤-나一一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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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는 명령을 내가 꿈에서3> 보았 
1 노라 너의 생각이 어떤지 알고 싶 
5 구나 라고 하니 들이 말하길 아 
S 버지 당신께서 명령받은 대로 하 
i 읍소서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종으 
i 로부터 원하신다면 당신께서 저를 
1 발견할 것입니다 하였더라 

103. 그 둘이서 하나님께 순종하 
고 그는1》그로2》하여금 그의 이마 

i 를 숙이도록 했을 때3" 

104. 하나님은 그를 불러 아브라 

; 함아 

105. 그대는 이미 그 꿈을 이행 
하였노라 하나님은 이렇듯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내리니라 

©化괴난으과!쇼하성삶 uif 文iOS 

106. 실로 이것은 분명한 하나의 
시험이었나니 

©公身與3射^此 _ 

I 107. 하나님은 훌륭한 희생으로1) 

j 그를외 대신하였노라 
© 스冬닝成《쇼; 

3) 메카 또는 메카 근처에서 꿈을 꾸었다고 한다. 한편 일부 해설가들은 메카에서 북쪽으로 6 
마일 정도 떨어져 있으며，매년 헤즈라역 12월 즉 하즈달 10일째 회생제를 지내는 미나의 
계곡이라고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마엘이 어린시절을 보냈던 마르 

J 와 동산 근처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 103-1) 아브라함 ! 
1 2) 이스마엘 | 
육 3) 한편 구약성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제단에 올렸던 자손은 이삭이었다고 말하고 있다(창세기 

22장 1-18절).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 나이 100살에 태어났고(창세기 21장 5절), 한편 이 
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태어났으므로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4살이나 위였다. 
이 14년 동안에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독자였다. 구약성서 22장 2절에서도 말하고 있듯 

I 이 “그분께서 말씀하사 그대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제단에 을리라”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임을 알 수 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그의 형 이스마엘이 있었기 때문에 독자라고 할 수 없다. 독자는 바 
로 이삭이 태어나기 전 14년 동안 혼자였었던 이스마엘을 가르킴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모리아” 땅은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이라고 후에 이야기 하고 있으나 “모리아”는 이 
스마엘이 어린 시절을 보낸 메카에 있는 “마르와” 동산임이 밝혀졌다. 

107-1) 천국에 있는 어린양 한 마리로 이스마엘을 대속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브누 압바쓰” 
1 는 “어린양 한마리가 천국에서 40차례의 가을철을 거치면서 길러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무크타샤르 이브누 카씨르 187/3). 
1 2) 이스마엘.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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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내 
려 후에 올 세대들의 기억속에 남 
게 했노라 

1 

©빼쇼必째 

109. 아브라함에게 평안이 있을 
1 것이라 

©必〉於孤: 

1 110. 이렇듯 하나님은 선을 행하 
1 는 그들에게 보상을 내리니라 

© 石fe괘⑷ 좌公 

\ 111. 그는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j 종들 중에 있었노라 

! 112. 하나님은 그에게 의로운 자 
I 중에 있을 한 예언자 이삭의1> 소 
1 식을 주어 

® (최씨⑷5타사兵5 :; 

113. 그와 그리고 이삭에게 축복 
? 을 내렸으나 그들의 후손 중의 무 
I 리는 의로움을 행하였으되 다른 
I 무리는 사악한 행위를 했었노라 

©으?녀: 

114. 다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 에게 은혜를1> 베풀었노라 

115. 하나님은 그들과 그들의 백 
| 성 모두를 큰 재앙으로부터1> 구하 
1 고2》 

화^■ 

| 116. 그들을 도왔으매 그들은 그 
! 재앙을 극복하였고1> 

急⑭必 1]紙效유; 

I 112-1) 이삭은 아브라함의 둘째 들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때 “사라”에서 태어나 유대 백성들 
1 의 선조가 되었으며，장남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나이 歎세때 “하갈”에서 태어나 아랍백 
5 성들의 시조가 되었다. 

? 114-1) 선지자로써 선택받은 것과 계시를 받은 것 그리고 적이 공격하여 왔을 때 그들 적들을 홍 
해 바다에 익사케 하고 그와 그의 백성을 구하여 준 은혜. 

j 115-1) 남아들을 살해하고 여of들을 살려 애굽인들의 하녀로 두려했던 그 재앙들 
| 2)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그들을 구하고, 

J 116-1)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장 114, 115, 116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3단계로 구조되었다; 첫째 
는 모세와 아론에게 신성한 임무가 주어졌고，둘째는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 났으 1 

t 며, 셋째는 홍해바다를 무사히 가로 질러가고 파라오의 백성을 멸망케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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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그들에게 사실을 밝혀 주는 
성서를1> 주었으며 

©삐‘逆o起 

118-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후 

119.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 후에 
f 올 세대들의 기억 속에 남게 하였 
1 노라 

© <교준！해쇼匕在!Pᄐ“〉J 

120. 모세와 아론에게 평안이 있 
을 것이라 

© 心》;必깃丄 

121.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여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보상을 내 

| 리:노라 

©起與낳 

122. 실로 그들은 믿음이 강한 
i 우리 하나님의 종들 중 두 종이었 

노라 

© 은※찌《多t 

123. 엘리야스도1} 하나님이 보 
낸 선지자 중 한 선지자로 

124.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 
는 하나님을 두려워 하지 않느뇨 

125. 바을라1》를 숭배하고 가장 
훌륭한 창조주를 버리느뇨 

126. 하나님은 너희 주님이사 지 
나간 선조들의 주님이 아니더뇨 

1 라고 말하였으나 

©故劉歎峰沒必 

1 117-1) 타우라트(구약). 

' 123-1) “일리야스”는 구약성서 열왕기상 17-19, 열왕기하 1-2에 나오는 엘리자”를 말한다. 엘리 
1 야는 아하브(Ahab : B.C. 896-874) 통치시절과 아하지아(Ahaziah : B.C. 874-872), 이스라 

엘 혹은 사마리아 왕국의 왕의 통치시기에 살았던 성 요한 갈은 한 예언자였다. 아하브와 
아하지아 백성들은 시리아에서 숭배했던 태양의 신 “바을라”를 숭배하기에 이르렀다. 그 

1 것은 자연 숭배의 하나로 인도사람들의 링감(Lingam) 숭배와 같은 것이다. 아하브 왕은 
시돈의 사악한 한 공주와 결혼했는데 그녀는 남편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요 
“바울라”를 숭배하도록 유혹하였다. 엘리자는 모든 아하브인들의 죄악과 아하지아인들의 ：■ 

1 죄악을 비난하여 그는 그의 생명을 위해 피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요 

125-1) 본장 123절 해설 참己 

.. 





제 37장 사파트 : 138〜145 848 

138. 저녁에도 그러하거늘 너희 
는1》이해하지 못하느뇨 

139. 요나1ᅩ도 하나님이 보낸 선 
기자 중 한 선지자로 

140. 그는 한 노예처럼 가득 실 
은 배로 도주하여1> 

141. 점술을 던졌으니 그가 비난 
을 받았더라1} 

142. 그때 큰 고기가1> 그를 삼켜 
버렸으니 이는 그의 비난받을 행 
위21 때문이었노라 

143.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소서 
라고 그가 회개하지 아니했다면^ 

144. 그는 분명 그 물고기 뱃속 
에 부활의 그날까지 있었으리라]) 

145. 하나님이 그를 불모의 해변 
으로 구제하니 그는 병들어 있었 
더라 

金빼Wc起離 

© 公나“내 (노6谷(의그 

© c포낫의이방接®^ 

139- 1) 요나(유누스)는 사악함에 몰두하여 있는 니네베(Ninevdi) 고을에 임무를 띠고 왔다. 그러 
나 요나도 백성들에 의해 거역을 당하고 박해를 받자 하나님께 노하셨다. 그러나 그 백성 
들은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려 하지 아니했다. 

140- 1) 요나는 속박상태에서 도주하는 한 노예처럼 니네베(Nineveh)로부터 도주하였다. 그는 그 
에게 주어진 위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 스스로를 몰두했어야만 했다. 그런데 그 
는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피하려고나 하듯 배로 달려 갔다. 

141- 1) 바닷가에 정박하여 있던 그 배는 많은 물건으로 가득실려 있었으며，나쁜 일기로 인하여 
정박하고 있었다. 선원들은 그들의 미신에 따라 그 불운에 대한 책임자를 찾아내기로 하고 
점술을 던졌는데 그 점술이 요나에게로 떨어져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로 던져 버렸다. 

142- 1) 41후뜨” : 상어 또는 악어일 것이라고 풀이되고 있다. 
2) 본 장 140절 및 해설 참조 

143- 1) u당신 외에는 신이 없나니 당신께 영광이 있으소서. 실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를 하 
였다(제21장 87절 참조乂 

144- 1) 하나님은 그 물고기에게 “내가 그를 위하여 너의 뱃속을 감옥으로 하였을 뿐이며 내가 그 
를 너의 음식으로 두지 아니했느니라”라고 계시하였기에 그(요나)는 안전하게 그대로 보 
전되었다고 “아따”는 풀이하고 있다(아비 싸우드 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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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하나님은 조롱박 나무가 그 
의 위로1> 자라게 하였노라 

147. 하나님이 십만명 이상의 백 
j 성들에게 그를 보냈더니1》 

148. 그들이 믿음을 가졌더라 그리 
； 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잠시동안 
1 그들의 삶을 즐기도록 허락하였노라 

©옳少ᆻ li대 

149. 그대의 주님에게는 딸들만 
S 있고 그들에게는 아들만 있는지 
1 물어보라1〉 

150. 아니면 하나님이 천사를 여 
i 성으로 창조한 것을 그들이 목격 
6 이라도 했느뇨 

151. 실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 꾸며낸 것에 불과하니라 

조설와應f 

152. 하나님께서 자손을 낳는다 
하니 그들은 거짓하는 자들이라 ©교故多]，述 ! 

1 

153. 하나님께서 아들보다 딸들 
J 을 선택했단 말이뇨 

©C起?1(3벽최 :: 

154. 어떤 이유로 그렇게 판단하 
| 느뇨 

©必交략多於 

155. 너희는 교훈을 받지 아니했 
I 더뇨 

146-1) 그의 위로 넝쿨과 잎이 넓은 나무를 자라게 하여 그늘을 만들어 열사로부터 보호하여 주 

| 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의 건강은 쇠약해 있었기 때문이다. 1 
| 147-1) “니네베”는 하나의 큰 도시였다. 구약성서 요나 3장 3절에서，니네바 도시는 3일간 여행권 | 

I 의 도시며，인구는 2만 이상의 도시라고 요나 4장 11절에서는 이야기 하고 있다. 한편에서 ^ 

는 둘레가 45마일，인구는 10만에서 20만 정도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녹 

149-1) 메카에 있던 아랍의 이교도 및 불신자들은 딸을 갖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여 아들을 선호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함에 있어서 하나님에게는 딸들만 있올 뿐이라 하 

S 였다. 즉 그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딸들이라 하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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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아니면 너회가 어떤 분명한 
권능이라도 있단 말이뇨 

©占냐 걍요丄^效싯 

157. 너희가 진실이라면 권능을 
^ 입증하는 너희의 성서를 가져오라 

©⑭一화라夕^흣쑈於 

158. 그들은 하나님과 영마 사이 
가 혈연관계라고1> 꾸며대더라 그 

i 러나 영마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아니됨을 잘 
알고 있노라 

박생고다리1⑧직우j江 

159. 그들이 묘사한 것과는 관계 
가 없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 

P 소서 

160. 그러나 성실한 하나님의 종 
들은 그렇지 아니 하니라 

쇼회，대 

161. 너희와 그리고 너희가 숭배 
' 하는 우상들은 

162.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관하 
여 유혹할 수 없노라 

©逆 

163. 그러나 스스로 타오르는 불 
1 지옥으로 가는 자는 제외라 

164. 주어진 임무가 있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아니하며 

© 

165. 우리는 줄을 지어 占幻년必 : 
1效.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들이라 

167.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名설逆！^ 
168. 선조들로부터 우리에게 메 
세지가 있었다면 

© 생(今김、任그“rSl갖 

158-1) 하나님과 진이 결혼하여 딸들인 천사들을 낳았다는 불신자들의 미신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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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실로 우리는 성실한 하나님 
? 의 종들이 되었으리라 

©(在妙聲y故 I 
사 

170. 이에 꾸란이 왔으나 그들은 
1 거역하였으니 그들은 곧 알게 되 

리라 

171.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종 
들을 통하여 이미 전하여 졌으니 

©빼按與죄述 j 

j 172. 그들은 실로 승리하리라1) 逐⑷技31；次次 

f 173.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는1> 

정복을 할 것이니 
©s辨，;松版 

174. 잠시 동안 그들로부터 떨어져 ©於其次시장 
I 175. 그들을 지켜보라 그들도 지 
f 켜 보리라1) 

©必逆^;꽤美名 

J 176. 그들은 하나님의 벌을 서둘 
: 러 구함이뇨1> 

177. 그러나 벌이 그들의 넓은 
뜰에 이르니 경고받고 주의하지 
아니한 사악한 자들의 아침이 비 
천하더라 

鄕終척抄다抄與 

178. 그러므로 잠시 동안 그들로 
1 부터 떨어져 

©在과述 

179. 그들을 지켜보라 그들도 지 
； 켜보리라 

©必述몌5 

| 172-1)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나니 나와 그리고 나의 선지자들이 승리자가 되리라" ! 
\ 173-1)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로써 그들은 현세와 내세에서 승리자가 된다는 교훈이다. 

^ 175-1) 벌을 받는 그들 불신자들을 지켜보라. 그들도 그들의 불신의 말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될 
| 것이다. : 

1 176-1) “그들도 지켜보리라”라는 계시가 있었을 때 불신자들은 조롱하여 말하길，"언제 벌이 올 
것인가?”라고 하자, 이 절이 계시된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다.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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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장 사 드 

메카에서 계시된 敗절로 본장의 계시목적은 메카에서 계시된 다른 

장들과 마찬가지로 이슬람의 기본원리를 다투고 있다. 

공부를 하지 못한 예언자에게 꾸란이 연차적으로 계시된 것을 시작 

으로 꾸란은 진리요 무함마드는 예언자이며 선지자임을 확증하고 있 

[k 

그런 후 하나님의 유일성과 이 유일성을 불신하는 백성들을 위해 

선지자 무함마드로 하여금 유일신 사상으로 그들을 인도하도록 하면 

서 메카 불신자들에게 거짓과 위선으로 하나님을 불신했던 선조들의 

멸망을 예로 들고 있다가 일부 예언자들, 즉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 

몬，아이윱, 이삭, 야곱，이스마엘 등에 관해 이야기 하고，끝으로 선지 
자의 직책과 기본 임무를 애기하고 있다. 

“샤드”는 아랍어 철자 중의 한 철자로 여기서는 꾸란의 기적을 가 

르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이로 인하여「사드」장이라 불 

리워지게 것으로 이해된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4권 op. cit, 

P.27). 





此화■犯:難！與成병 與판 
沒3 

6. 그들 가운데 우두머리들이 당 
황하여 떠나며 말하길 돌아가 너 
회의 신들을 숭배함에 인내하라 
이것온 실로 계획된 어떤 것이라 

7. 우리는 지금까지의 종교에서1〉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 
이것은 꾸며 낸 우화에 불과하노라 

8. 우리 가운데서 그에게 그 메 
세지를 보냈단 말이뇨 라고 말하 
며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심 
하고 있더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의심으로 하나님의 벌을 아직 맛 
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9.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권능과 수여하심으로 충만하신 주 
님의 은혜의 보물창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뇨1》 

10. 아니면 하늘과 대지와 그 사 
이의 만물을 그들이 주관하고 있 
단 말이뇨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 
으로든지 하늘에 오르라 하라 

11. 그러나 그들이 연합한 어떤 
군대도 거기에서 멸망하였노라니 

12. 그들 이전의 선지자들을 거 
역한 노아의 백성과 아드와 오만 
함의 주인 파라오의 백성이 그랬 
노라 

힛。ifl知셋상 d야於^ 
©6^1 

在典，d松起齡쳇我3왔 

© o往51셨뺑3그:必取此넸 

성，藏 匕;。■궤빼;? 

必 년閣id 

©닛潮 疏；聲脫우 

7-1》ᅳ밀라트 아키라”의 뜻은 이슬람 이전에 있었던 종교들을 가르키는 것으로, 기독교에서의 삼 
위일체설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함마드는 하나님을 한분이라 주장하는지 이런 말을 들 
어본 적도 없다고 말하면서 유일신 사상을 거역하려 하였다. 

9-1) 그들에게 메세지가 내리지 아니하고 무함마드에게만 계시가 내려진 것에 관하여 불신자들이 
조롱하며 거역하려 하자 이에 대한 대답으로써 본 절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된다. 

11-1)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으며 특히 영적 세계에서는 그들이 사탄의 연 
합군으로 대항한다 하여도 그들은 멸망하게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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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무드와 롯과 숲속의 동료 
들도1> 그러한 연합군2> 이었노라 

14. 그들 중 선지자들을 거역하 
지 아니한 백성이 없었으니 하나 
님의 벌이 그들에게 이르게 되었 
노라 

15. 이들은n 단지 한번의 나팔소 
리를2> 기다리고 있나니 그것이 이 
를 때는 유예될 수 없노라 

16. 그들은 말하기를 계산의 날 
이 이르기 전에 서둘러 벌을 내려 
보라1>고 하더라 

©수빼;，에^ 

©년、;5씽。我요 

g 於내次쨋셌炎요私 

© 년나^必街义좌변:생私 

17. 그들이 말하는 것에 인내하 
라1>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며 강한 
남성인 다윗을 상기하라2> 실로 그 
는 하나님께 귀의한3> 자라 

삐대，;성및 匕 於과 
©冬히交f쇼햇 

18. 실로 하나님은 산천으로 하 
여금 그와1ᅭ 함께 아침과 저녁으로 
합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노 
^2) 

스^^^^ 

13-1) “알 아이카”는 많은 나무가지가 엉켜진 나무로 여기서는 “슈아이브” 백성들을 가르킨다(제 
15장 78절 참조). 

2) 본장 11절 참조 

15- 1) 불신자들 
2) 이스라필 천사가 부는 나팔소리(제36장 幻절 참조). 

16- 1) 이들 불신자들은 조롱하여 말하길, “무함마드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한 벌을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이라도 내려보라”는 오만한 말이다. 

17- 1) 앞절에서 불신자들이 무함마드를 조롱하고 거역하자 무함마드를 위로하는 한편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로서 본절이 계시되고 있다(하쉬야 알사위 알라 잘랄라이니 353/3). 

2) 다윗은 신앙에 강했을 뿐만 아니라 몸도 튼튼하였다. 그리고 그는 거인 골리얏을 살해하였 
다(제2장 249-252절 참조). 

3) “알아우와브” : “하나님께로의 귀의”라는 뜻으로 불신자들의 언행이 종교와 신앙생활을 비 
웃고 조롱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이나 솔로몬 및 아이유브 예언자의 이야기들을 상기시키면 
서 예언자 및 신앙인들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계시되고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39CV7). 

18- 1) 그는 다윗올 가르킴 
2) 다윗과 산천이 합창하여 하나님께 찬미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예언자에게 내린 기적이 
었다. “산들이여! 그와 그리고 새들과 함께 순종하라”(제21장 79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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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그리하여 모인 새들 모두가 
그와 함께 하나님께 순종1ᄉ 하였더 

라 

20. 하나님은 그의 왕국을 강하 
게 하사■ 그에게 지혜와 분명한 판 
단력을 주었노라1> 

21. 논쟁하던 무리의 이야기가 
그대에게 이르렀느뇨 그들은 개인 
의 기도실 벽위로 올라갔더라 

22. 그들이 다윗 앞으로 갔을 때 
그가 그들을 두려워 하니 그들이 
말하길 두려워 마시요1> 저희는 의 
견을 달리하는 두사람으로 누가 
잘못하였습니까 저회들을 진리로 
써 판단하여 주시되 부정하게 마 
옵시고 옳은 길로 저희를 인도하 
여 주소서 

23. 이는 저의 형제1>로 아흔 아 
홉마리의 양을2> 소유하고 있으며 
저에게는 한마리 밖엔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나의 보호아 
래 두라고 말하며 저에게 거친 말 
을 했습니다 

24. 다윗이 말하길 그가 너에게 
단 한마리 뿐인 너의 양올 그의 
양떼로 두라 요구한 것은 분명한 

©빼띠域;從향;述 

'、“占⑬〔巧 효。6;호以화섟玄고 

교務!)幻^a與^¥必^述與 
j새 P 요과넷。巧거私效S Mi\ 

19- 1) “아우와브”는 순종 또는 복종으로 풀이된다. 

20- 1) 상대편에 얘기한 것을 이해시켜 주는 분명한 언행이라고 “잠카사리”는 풀이하고 있다. 한편 
“알꾸르뚜비”는 문제의 파악과 이해라고 말하고, 또 꾸르뚜비 해설 162/15에서는 진리와 부 
정을 가려주는 해설이라고 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판단하는 것과 다스리는데 있어서 
가장 완전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무함마드 알리 사부니” 교수는 풀이하고 
있다. 

我-1) 말다틈을 하던 두 사람이 정문도 아닌 담을 넘어 조용히 그의 기도실에서 기도에 열중하고 
있던 다윗에게 이르렀을 때 다윗은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다. 

23-1) “아키”는 “형제”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혈연의 형제가 아니라 친구를 의미한 것으로 본다. 

2) “나으자”는 새끼 양의 암컷을 가르키는 것으로 여성을 비유한 것이라고 해설가들은 풀이하 
고 있다. 

圖^^성ᅵ觀^^，■强鑑 



료 잘못이라 실로 많은 동업자들이 
서로에게 잘못 하나니 이것은 믿 
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이들과 같 

3 지 않노라 그러나 그들은 소수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함을 

! 알고 주님께 부복하여 용서를 구 
1 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귀의하 
1 였더라 

普^(沙雜1“4쇄 

25.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일에 
^ 대하여 그를 용서하니 그는 하나 

님 가까이에 이르러 아름다운 안 
1 식처를 찾았더라 

¥與; 此오의)해送 

® 심u 수고; 

26. 다윗이여 우리가 너를 지상 
의 대리자로서 두었거늘 사람들올 
진리와 정의로1》판결하라 그리고 

1 네 마음의 욕망을 따르지 말라 그 
것들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 

1 에서 벗어나게 하매 하나님의 길 
I 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계산하 
: 는 그날을2> 망각한 이유로 무서운 

벌이 있으리라 

。網 
ci 소 쓰쑈수#도“功뇨홋〜 
與넜포과 

©여^ 

27. 하나님이 하늘과 대지와 그 
사이의 만물을 창조함은 목적이 

! 있었노라 그것은 불신자들의 그릇 
! 된 생각으로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불지옥의 벌이 있으리라 

훼빼떠必3成»此 

28.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을 행 
하는 자들을 지상에서 해악을 저 
지른 자들처럼 대우한단 말이뇨 

i 하나님이 사악함을 멀리하는 자와 
사악한 자를 동일하게 다를 수 있 

1 겠느뇨0 

최호，여체、—펴 
©與臟^ <5향 

26-1) 하나님의 율법 
1 2) 심판의 날과 부활 

我-1) 하나님의 율법과 심판에서는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와，죄악을 낳은 죄인들，진실을 말하 
는 자와 허위를 일삼는자，정직한 자와 부정을 일삼는자가 심판과 보상에서 절대로 갈지 아 
니함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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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여기에 하나님이 그대에게 
계시한 성서가 있나니 축복으로 
충만하사 그것으로 그들이 말씀을 
숙고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교훈 
을 받아 들이고자 함이라 

30.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들로 
솔로몬을 주었으니1> 그는 훌륭한 
종이었더라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에게로 귀의 하였더라 

31. 오후가 되에ᅭ 그의2ᅮ 앞으로 
말들이3> 나타나 서 있으니 안정하 
고 달림에 신속했더라 

32. 그가 말하길 실로 나는 나의 
주님을 염원하는 것 같이 그것을 
사랑했으니까 태양이 밤의 베일 속 
으로 숨을 때까지였더라 

33. 그가1》내게로 이것을2> 가져 
오라 하더니 발들과 목들을 내려 
치기 시작하더라3> 

7했;減〉後와휀嫌四 
© V행必 

如 c於※必於따敬3治 

빼다 

30- 1) ᅳ와하바”는 주다，수여하다는 뜻으로 본절에서는 예언자로써 선택받은 것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받았으니…” 

31- 1) 솔로몬 
2) 알아쉬 : 오후 즉 **아스르” 이후를 가르킨다. 
3) 샤파나트 : 멈추어 있을 때는 안정하고 달릴 때는 신속하게 달리는 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의 장점인 안정성과 기민성을 말해주고 있다(알카비르 리자리 해설 204-26). 

32- 1)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솔로몬도 모든 일에 세속적 욕망을 그의 마음에 허용하지 아니한 정 
신적 미덕올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특히 말들을 좋아하였고，또한 그에게는 많은 군대와 
재산이 많이 있었으나 그것 모두를 하나님 사업에 사용하곤 했다(제27장 19절 및 40절 참 
조비교). 그가 전쟁을 했을 때도 어떤 재물이나 권력을 탐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분올 
위해서였을 뿐이다. 그가 말들을 아끼고 사랑한 것은 일반 기수들과는 달리 정신적 요소가 
그 안에 내재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정성처럼 말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정신적 사 
랑 가운데 하나였다. 

33- 1) 솔로몬 
2) 준마 
3) 하나님께 가까이 이르기 위해 말들을 도살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 되도록 하고자 하 
였다. 왜냐하면 그 말들에 대한 지나친 사랑으로 하나님을 염원함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 
다. 이에 “하싼”은 말들이 그에게 돌려지니 그가 말하길，“하나님께 맹세하건대 너희(말들) 
는 내가 나의 주님을 경배함에 방해하지 말라. 그런후 명령을 하였다. 그리하여 말들은 상처 
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앗싸디”도 그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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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하나님은 솔로몬을 시험하였 
으니1> 그의 옥좌에 한 시체를2ᅭ 놓 
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였더라 

35_ 그가u 말하길 주여 관용을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내 다음에 
는 오지 아니 할 왕국을 주소서2> 

실로 당신은 은혜를 베푸시는 수 
여자이십니다 

36. 그후 하나님은 바람으로 하 
여금 그에게 순종토록하니 그의 
명령에 따라 그가 원하는 곳으로 
유순하게 흘러가더라1> 

37. 사탄과 목수들과 물에 들어 
가는 자들도 그렇게 하도록 했으 
며 

38. 쇠사슬에 함께 묵여 있는1ᅮ 
그들도 그렇게 하도록 했나니 

39.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네 
가 그것으로 타인에게 부여하든 또 
는 네가 그것을 보관하던 계산에 
대하여 질문을 받지 아니하리라 

장!겨义쏘디과;6以往玄교5 

여藏藏3狀 a必抄^分^ 

@ 에起1)，피 

& a고塔應 p接i名作勝2 

© 남^그空生與’; 

@ 표낮양고고金믿三lii 

34- 1) 솔로몬에게 또 하나의 시험이 있었다. 그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과 재산 그리고 명예는 그에 
게 주어진 정신적 시험이었다. 이러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몫을 지향했을지도 모른다. 그 
러나 그는 어떤 일에 신조가 깊었고 진실하였다. 그가 가진 부와 권력과 명예를 그의 사욕 
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사용하였다(제8장 28절 참조》. 

2) 세속적 권능-그것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그것이 하나님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다면 그 
것은 생명과 영혼이 없는 시체와도 갈은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배함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우상을 제거함에 최선욜 다하였고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예루살렘에 사원올 건립하였다. 또한 사바의 여왕 빌끼쓰(Bilqis) (제27장 40절》를 
우상숭배 함으로부터 구제 하였다. 

35- 1) 솔로몬 
2) 그가 예언자임이 증명될 수 있도록 권능올 구하고 있다. 

36- 1) 제21장 81절 참조. 

37- 1) 목수로 하여금 웅장한 집들을 짓게 하고 잠수부로 하여금 바다속의 진주와 보석을 건져 올 
리도록 하였다. 

38- 1) 불신자들이 심판의 날 쇠사슬에 묶여 있는 죄인들. 



40. 그렇게 하여 그는 하나님 가 
까이 이르매 최후의 안식처로 아 
름다운 곳이 있더라 

쳐폐색폐터必滅 

® 어男微#獻雄있與 

.방仏一;松;從以松;S 

®jcs^M 

妙^端賊炎必〜:챤 g 않端與 

41. 하나님의 종 욥을1ᅭ 상기하라 
그는 주님께 강구하길 사탄이 고 
통과 재난으로 저를 괴롭히나이다 

42. 이때 말씀이 있었노라 네 발 
로 때리라 여기에 씻을 물과 마시 
기에 깨끗한 물이 있을 것이라” 

43. 하나님은 그의 가족을 번성 
케 하사_n 그의 수를 곱절로 하였 
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해하는 이들을 위한 교훈이라 

44. 네 손에 한다발의 풀을 가지 
라 그리고 그것으로 때리라 그리 
하되 맹세를 깨뜨리지 말라 실로 
하나님은 그가 인내함으로 충만함 
을 알았노라 실로 그는 하나님께 
귀의한 훌륭한 종이라1> 

41- 1) tt읍”은 “아이유브”를 말한다. 

42- 1) 읍은 그의 재산과 가족과 그의 건강에 고통과 시련올 겪고 있었고 아직 그 시련은 18년이나 
남아 있다. 이로 인하여 읍이 기도하니 발로서 땅을 때리라 하여 그가 땅을 때렸더니 깨끗 
한 우물이 솟아 나왔다. 그래서 그 물로 몸을 씻으니 그의 몸이 건강해졌고 그 물을 마셨더 
니 마음의 병이 치료되었다(예언자들의 이야기 참조). 

한편 대다수 해설가들은 그가 발로 땅을 두드렸을 때 2개의 우물이 솟아나 한 우물로 몸올 
쌌고 다른 우물의 물을 마시니 병이 나았다고 말하고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401/7). 

43- 1) 라지는 죽은 그의 자손들을 다시 소생케 하고 양식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가장 가까운 
견해로써는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고 재산을 풍부하게 하여 주었다，그후 그는 자손을 많 
이 낳게 되니 그전보다 두배 이상의 자손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44- 1)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하여 풀다발로 그의 아내를 때려 순종하도록 하였다. 읍은 만일 그가 
아내를 풀다발로 100번 때려 그의 병이 낫는다면 그렇게 하기로 맹세하였다. 그 이유는 그 
가 병중에 있을 때 아내가 그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 병이 심하여 지면서 더 악화되자 이때 
사탄이 그 부인을 유혹했다. “언제까지나 인내하렴니까?”라고 사탄이 부인에게 말하자 부 
인은 슬픔으로 안절부절 하여 읍에게로 와 말하길 “이 시련이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인가요?” 
라고 하자 그는 화가나 만일 그가 아내를 10번 때리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줄 것이라고 
맹세하였다. 100번이라는 숫자는 풀 숫자가 100이라는 뜻으로 아내를 때린 것은 1번이라고 
전하여지고 있다. 

■여■■按活因■영^* ■通^級!—務，병^—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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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 
5 삭과 야곱을 상기하라 그들은 강 

하고 시야를1> 가졌노라 

的幻細以於狀쑈效유救 

46.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사 그 
들을 선택하여 내세의 메세지를 
알리는데 있었노라 

m 샜대冷迎% 

47. 실로 그들은 선택받은 훌륭 
한 동반자들로 하나님 안에 있었 

J :노라 

48. 이스마엘과 엘리시과 줄키플 
을 상기하라 그들도 선인들로 선 
택받은 자 중에 있었노라나 

도장향勢^;；견13 

49. 이것은 하나의 교훈이라 실 
로 의로운 자는 아름다운 최후의 
거주지를 가질 것이라 

50. 에덴의 천국이 바로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놓고 있나니u 

51. 그들은 그곳에서 휴식을 취 
하며 풍성한 과일과 달콤한 음료 
수를 청하매 

® 狂^ ^ 公도 

52. 같은 나이의 눈을 내리감은 
순결한 여성들이1〉그들 옆에서 시 

1 중을 드니라 

© 수j호(느名병^ 

45-1) 신앙에 강하고 지혜가 많은 

48-1) 이스마엘은 아랍민족의 조상으로 제37장 1아-107절 사이에서 인내자의 모범으로 언급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스마엘과 함께 그들 백성 가운데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다른 
예언자들도 언급되고 있다. 엘리시^아랍어로는 알이싸아로 발음되고 있음)도 그중 한분으 
로 제6장 效절에서 언급되고 있고 “줄키풀”은 제21장 85절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들 모두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내한 모범의 예언자들로 묘사되고 있다. 

50-1) 천국의 임무를 말은 천사들이 믿음으로 선을 실천했던 이들을 발견하면 천국의 문들을 열 
며 그돌에게 평안(쌀람)의 인사를 하며 최상의 대접으로 그들을 천국의 안으로 인도한다고 
묘사하고 있다(알카비르 해설 221/26). 

班-1》아뜨라비 : 자기 남편 외에는 다른 남성을 바라보지 아니한 여성, 즉 *•히와르 아인”올 가르 
1 킨다(제37장 48절 및 제36장 56절 참조). 

실 y■輕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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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그와 같이 계산의 날욜 위해1》 
천국은 너희에게 약속된 것이라 

54.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푼 일 
용할 양식은 실로 영원한 것이라 

55. 사악한 자는 최후의 안식처 
A 저주받은1> 곳이 될 것이라 

56. 그곳은 지옥이라 그들이 그 
곳에 이르니 그들이 있을 곳은 저 
주받은 침상으로 

57. 끓는 액체와 굳어가는 액체 
를 맛보리라1> 

58. 그와 유사한 또 다른 벌들이 
있노라1》 

59. 여기에 너희와 함께 들어온 
한 무리가 있나니 그들은 환영받 
지 못하도다 실로 그들은 불지옥 
을 맛보리라 

60. 추종자들이 그들의 우두머리 
들에게 말하도다 너희도 마찬가지 
라 너희를 위한 환대가 없음이라 
우리에게 이 벌이 있게 한 것도 
너희들이라 이제 저주할 곳은 저 
주받은 곳이라1> 

©v다나로쇼’松U 此 

©判必!起錄《 

©5皮화數淨노 

회^ 起與“섯햇여與 
©文却 

53-1) 심판의 날 또는 부활의 날. 

55-1) 제38장 49절에서 축복받은 곳에 대조되는 어휘로 저주받은 지옥을 의미. 

57- 1) 알하미므 : 최고도의 열을 발산하는 상태로 여기서는 최고도의 열로써 들끓고 있는 액체 또 
는 물올 말하며, “알가싸끄”는 굳어지는 상태. 

58- 1) 이미 언급된 벌 : 잠하리르，쑤뭄, 아쿨루 자꾸무 벌 외에도 다른 벌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60-1) 사탄의 유혹 그리고 오만하고 거만했으며 거짓으로 사람들을 유혹한 위선자들올 따랐던 추 
종자들이 지옥에서 서로가 만나니，이때 추종자들은 그들올 지옥으로 유혹 했던 우두머리 
에게 저주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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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주여 저희에게 이 벌이 있게 
j 한 자들에게는 지옥의 벌을 더하 

여 주소서라고 그들이 말하자1》 

©必⑶與우切캤뇨볏接P敬i形 ‘ 

62. 우두머리들은 우리가 헤아리 
P 곤 했던 사악한 자들을 볼 수 없 
, 는 것은 어떤 일이뇨” 

、대k々炎跡장故:!條 ! 
j 

63. 우리가 그들욜 조롱했기 때 | 

문이뇨 아니면 우리의 눈이 그들 
1 을 보지 못함이뇨1> 

©대후빼抄必湖 1 

64. 실로 그들이 불지옥에서 서 
로 논쟁한다는 진리는 사실이라 

©，必녀技與雜교 

65. 일러가로되 실로 나는 경고 
자에 불과하며 홀로 계시며 모든 

I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 신이 없노라 

©與抄九여 

66. 하나님은 하늘과 대지와 그 
사이 만물의 주님이시며 권능과 
관용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라 

松淑^藏 ； 

67. 일러가로되 이것은” 가장 중 
요한 계시라 

\ 

68. 그런데 너희는 등을 들린단 
; 말이뇨 

- 61-1) “주여! 이들이 저희를 방황케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저들에게는 불지옥의 벌을 더하여 주소 
{ 서” 즉 “다아프”는 증가하다는 뜻으로 그와 같은 벌을 더 중가하여 달라는 표현이다. 

S 後-1)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로 이부느 압바쓰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f 
불신자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는 아부자홀이 말하길, ᄇ빌랄은 어디에 있으머, 슈아이브는 
어디에 있느뇨? 그리고 암마르는 어디에 있느뇨? 그들이 천국 피르다우스에 있단 말인가?” 

1 라고 말하면서 그는 그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부자홀은 너무 초라했다. 그의 아 
들 아크라마，그의 딸 주와이리야，그의 어머니，그리고 그의 형제가 이슬람에 귀의했지만 1 

j 그 혼자만 불신 하였다. :; 

5 效-1) 불신자들의 우두머리들은 그들이 지옥에 들게 된 것이 현세에서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왔으며，또는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과 마찬가지로 지옥에 함께 있으리 

| 라 생각했는데 믿음을 가졌던 그들이 없는 것은 우두머리들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1 있는가? 라고 말하고 있다. 

1 67-1) 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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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69. 그들도】) 의견을 달리하는 것 
? 을화 내가 어떻게 알았느뇨 

정 

70. 이것은 내가 분명한 경고자 
J 에 불과하다는 계시라 

71.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이 
있었노라 내가 흙으로 인간을 빚 

j 을 것이라 

©必“料抄雄뇬冬^難H ; 

72. 내가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 
그 안에 내 영혼을 불러 넣으리니 
그를 경배하라1〉 

©쇼나간15活冬^起在起起P與 

73. 모든 천사들이 다함께 그렇 
| 게 하였으나 

©(꽤，受多^ :: 

74. 이블리스는 그렇지 아니하고 
거만하여 불신자 중에 있게 되었 
더라 

©■녀휴 

75.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이블리 
스야 무엇이 너로 하여금 내가 나 
의 두손으로1ᄉ 창조한 그에게 부복 
함을 방해하느뇨 너의 오만함인가 
아니면 네가 가장 위에 있는 자 

i 가운데 있느뇨 

난요려;必雜^ 

76. 이블리스가 대답하길 제가 
그보다 훌륭함이요 당신께서 저를 

5 만드심에 불에서 창조하였고 그를 
만듬에 흙에서 빚었습니다 

'여세士接抄與客所與 :. 

©육‘노 :: 

69-1) 천사들 ^ 
2) 천사들이 아담을 창조한 의도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을 때 그것에 대해 내게 계시된 말씀이 、 
아니라면 어떻게 알겠느뇨? ii 

72-1) 천사들로 하여금 창조될 아담에게 경배하라 명령한 것은 아담을 맞이하라는 인사를 말한다 
(알꾸르뚜비 해설 227/15). 

75-1) 비야다이야 : 나의 두손이란 자구적 의미를 갖고 있으나 여기서는 하나님 자신을 가르키며 
곧 아버지와 어머니 없이 스스로 창조하시는 창조주임을 가르키고 있다. f 

■園빼^田!^^■■■■殘田^致■圖■商^^，出街，後« 



77. 하나님이 말씀하사 이곳에세ᄉ 
나가라 실로 너는 저주받은 자라 

78. 심판의 그날까지 나의 저주 
가 너에게 있으리라 

© ⑷ U系}1컹피화씬接 

79. 이블리스가 말하길 주여 죽 
은자가 부활되는 그날까지 저를 
유예하여 주소서 

® ，쇼 JiU與炎 ^03^ 

80.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그러면 
네유예되나니 

81. 결정된 그 시간의 날까지라 

82. 이블리스가 말하길 당신의 
권능에 맹세하건데 내가 그들 모 
두를 유혹하리라 

83. 그러나 당신의 은혜로 말미 
암아 성실한 당신의 종들은 제외 
라 하니 

® ^2各公느닛t 

84.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그것은 
진리요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말 
하리라 

0 必多!啓®Ol 

85. 너와 그리고 너를 따르는 모 
두로 지옥을 가득 채우리라 

© 찌고^私^次接均» 

期. 일러가로되 내가1ᅩ 이것으로2> 

너희에게 어떠한 보상도 구하지 아 
니하며 내 또한 위선자가3> 아니라 

©_一疏단쇼必고低少 

77-1) 낙원 

86-1) 무함마드 
2) 꾸란 
3) “무타칼리프” :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척, 없는 것을 있는 척 하는 위선자로 예언자는 그 

러한 범주의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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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장 주마르 

메카에서 계시된 75절로 유일신에 대한 믿음이 신앙의 근본임을 말 
해주고 있다. 꾸란이「압둘라」의 아들 무함마드에게 내려진 가장 훌 
륭한 기적이라는 계시를 시작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을 설명하다가 유 
일성에 관한 예증으로서 하늘과 대지，낮과 밤, 태양계와 우주의 법칙， 
인간의 창조등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며，불신자 
들과 죄인들이 받게 될 보상은 곧 지옥으로 그곳에서 여러 종류의 벌 
을 맛보게 됨으로 늦기 전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본장이 주마르(군집)라 불리워지게 된 것은 본장 기절 및 73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행복을 누릴 천국의 백성들과 불행과 저 
주 속에서 영생할 지옥의 백성들이 각각 집단을 이루어 영생할 것이 

라는 것에서「주마르」장이라 불리워지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무 
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4권 op. cit,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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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 장 

^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로 

1. 이 성서는1> 권능과 지혜로 충 
만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것 
이라 

2. 하나님께서 진리로 이 성서를 
그대에게 계시했나니 그분을 경배 
하고 순종하되 경건하라 

3. 경건한 순종은 하나님만을 위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 아닌 다 
른 것들을 보호자로 받드는 자들 
이1> 말하길 우리는 그들만 섬기고 
있나니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 가 
까이로 데려다 주리라 하더라 실 
로 하나님은 논쟁하는 그들을 심 
판하시리라 하나님은 거짓하여 불 
신하는 자들을 인도하지 아니 하 
시니라 

4. 하나님께서 of들을 원하셨다 
면 그분께서 창조한 자 가운데서 
그분이 원하신 자를 선택하셨으리 
라1》그러나 그분께 영광이 있으소 
서 그분은 홀로 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5. 하나님은 하늘과 대지를 진리 
로써 창조하사 밤으로 하여금 낮 
을 덮게 하고 낮으로 하여금 밤을 
덮게 하였으며 태양과 달로 하여 
금 그분의 법칙에 복종케 하니 각 
자는 정하여진 시간에 운행하니라 

q소꿋多나巧-，다 

◦과낯빠빼^^ 

©경約 

炎端銳敗的反接孤 於父射 
端抑겄起: 
⑦썼冬技요 

화多쒀功^■쌍 w 

，次볏雄 쐈난跡상하參 
_교,雜싸■多S 

® 3敬!笑，必以」생 

1-D 이 꾸란은 

3- 1) 우상을 숭배하거나 창조주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4- 1) 그러나 자비로우신 그분은 자식을 둘 필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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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실로 그분은 권능과 관용으로 충 
J 만하심이라 

6. 하나님은 한 인간으로1> 부터 
i 너희 모두를 창조하셨고 그로부터 

배우자를2ᅩ 창조하신 후 너희를 위 
1 하여 여덟마리 자응의 가축을^ 두 
셨노라 그분께서 어머니 태내에서 

j 너희를 만드사■ 차례로 단계를 두 
시어 어둠으로 가리워진 세 곳이 
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너희 

1： 주님 하나님이시니 왕국이 그분의 
것이라 실로 그분 외에는 신이 없 
나니 그래도 너희는 등을 돌리느뇨 

第빠玉태화此여;被 
技빠녀뼈r廣^珍技 
앴攻^뱐沒쇼!次次^‘技次^ 

© 6^55® 

" 7. 너희가 하나님을 불신한다 하 
더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하시나 그분의 종들이 
불신함은 좋아하시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감사한다면 그분은 그것으 
로 기뻐하시도다 짐진자가 타인의 
짐을 대신할 수 없으며 최후에 너 
회가 돌아갈 곳은 너희 주님으로 
그때 그분께서는 너희가 행했던 
모든 사실을 너희에게 일러 주시 
니 그분은 마음속 모든 것을 알고 

f 계시기 때문이라 

，心했冗必"炎#拙與起 

궤效해^均妙分接 
©폐 ; 

8. 인간은 재앙이1> 그에게 이른 
j 후에야 주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더 
라도 그분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 
니라 그러나 인간은 그가 구원하 
여 기도했던 것들을 망각하고 다 

1 시 우상을 세워 사람들을 하나님 
' 의 길로부터 방황케 함이라 일러 
! 가로되 불신함으로 너희가 잠시 

즐기라 실로 너희는 불지옥의 동 
S 반자들이라 

候1雜셌雜冷匕其I料k多能 
쇼되沒士셈與※나와4次 

6-1) 아담. 제4장 1절 참조 
2) 하와 즉 이브. 

3) 양, 염소> 낙타 소의 각 쌍 즉 8마리의 암컷과 수컷을 가르키고 있다고 까타다는 풀이하고 있다 

i 8-D 정신적，신체적，물리적 또는 사회적 명예에 관한 재앙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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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밤에 스스로 엎드려 예배하거 
나 서서 기도하며 내세를 두려워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원하여 예 
배하는 자가 그렇지 아니한 자와1》 
같을 수 있느뇨 일러가로되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갈을 수 있느뇨2> 

실로 이해하는 자들은 교훈을 받 
아들이니라3] 

10. 일러가로되 믿음을 가진 나 
의 종들이여1> 주님을 두려워 하라 
보상은2> 현세에서 선을 실천하는 
이들에게만 있노라 그리고 하나님 
의 대지는3> 넓도다 그러므로 인내 
하는 자들은 계산없는 보상을 받 
게 되니라 

11. 일러가로되 하나님을 섬기되 
경건하고 진실되게 섬기라 내가 
명령을 받았으며 

12. 이슬람에 귀의하는 첫번째가 
되라 명령을 받았노라 

13. 일러가로되 내가 주님을 거 
역할 때 실로 어느 위대한 날에1》 
무서운 벌을 내가 받을 것이라 명 
령을 받았으며 

接肥쑈雄孤此必潮 
以랸.나义쑈샨 麥^^ 
©V湖에夕느:背떠⑯，; 

|수巧과炎少행값쇼최一多 
JI교착 文시; tX 

必 수幻以乞? 

© ⑯此대別회巧은雄必 

9- 1) 하나님을 불신하며 우상을 섬기는 불신자가 믿는자(무으민)와 같을 수 없다는 뜻이다(꾸르뚜 
비 해설 238/15). 

2) 믿는자와 불신자가 갈을 수 없듯이 아는 자(알림)와 모르는 자(자힐)가 갈을 수 없으며 마찬 
가지로 순종하는 자(무띠으)와 거역하는 자(아시)가 갈을 수 없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4권 op. cit，p.50). 

3) 본 절은 2가지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첫부분에서는 실천(아말)을 언급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는 지식(일무)을 얘기하고 있다. 실천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섬기는 것(까누뜨), 엎드리는 
것(쑤무드), 일어서는 것(끼얌)을 언급하고 있고，지심으로서는 “아는 자가 모르는 자와 갈을 
수 있느뇨?”라는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다. 즉 이절은 완전한 인간을 이 두 범주로 제한하고 
있다. 

10- 1) “아비 딸림”의 아들 “자으과르”와 그의 동료들이 “하바샤，，의 땅으로 이주(헤즈라)하려 결심 
했을 때 본 절이 계시된 것으로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Idid, p.51) 

2) 내세의 보상 즉 천국 
3) 하나님의 왕국은 넓으므로 불신자들의 고을을 떠나 믿음의 고을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하나 
님을 섬기라는 뜻이다. 

13-1) 부활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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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러가로되 나의 경건한 헌 
신으로 내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 
이라 

15.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겨보라 일러가 
로되 실로 잃은 자란 심판의 날 
자기의 영혼과 그들의 가족들을 
잃은 자들이니 보라 그들이 분명 
한 손실자들이라1> 

16. 불의 덮개가 그들 위와 그들 
아래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것으로 종들을 경고하사 나의 종 
들이여 그러므로 너희가 나만을 
두려워 하라 

17. 사악함을 회피하여 우상을 
승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귀 
의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의 소 
식들이 있나니 그 복음의 소식들 
을 나의 종들에게 전하라 

18. 말씀을 들고 그것을 최선으 
로 따르는 자 그들이 곧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자들이며 그들이 곧 
이해하는 자들이라 

19. 벌의 심판을 받을 그가 사악 
함을 회피한 그와 같을 수 있느뇨 
불지옥에 있는 자를 그대가 구할 
수 있느뇨 

20.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 하는 
자들은 그들을 위해 지워진 높은 
곳에 있게 되리니 밑으로는 강들 
이 흐르고 있노라 이것이 하나님 
의 약속이거늘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니라 

쇼섯以，홧多切;鼓4 匕巧此 
낳※세多 ; 巧최!卜 

冬多:좌，#‘西과被多 ‘도와 

一■射®。勤故장; 

5分와?心16※⑶쇼띠 ^ 
©v_상戶쒀立 物… 

닛參我Si 

接험쐈臟典처福轉適내 
© S쨍醜 聲%齡應雜心 

15-1)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로써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 불신에 대한 말로는 어떠한 것인가를 경 
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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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그대는 보지 못하였느뇨 하 
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땅속에 우물을 
두셨으며 그런 후 가지각색의 서 
로 다른 초목을 생성케 하시고 그 
런 후 그것이 시들어 노랗게 됨에 
그분께서 그것을 산산조각으로 하 
심을 그대는 보리니 실로 그 안에 
는 이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훈 
의 계시가 있노라 

22. 하나님께서 이슬람으로 그의 
가슴을 열어주사 주님으로부터 광 
명을 받은 자가 마음이 굳은 자와 
갈을 수 있느뇨 마음이 굳어 하나 
님을 찬미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재앙이 있나니 실로 그들은 크게 
방황하고 있음이라 

23.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리사 
가장 아름다운 말씀으로 성서를 
주셨나니1> 때로는 서로 유사하게 
하여2> 때로는 반복3> 하셨더라 주 
님을 두려워 한 자들의 피부는4ᅭ 
떨리고 그런 후 그들의 피부와 마 
음은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편안하 
여 지나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는 
자를 인도하시나 방황케 하고자 
원하는 자 그에게는 안내자가 없 
노라 

24. 심판의 날에 직면할 벌을 두 
려워 한 그와 그의 얼굴에 벌을 
직면할 그가 같을 수 있느뇨1》죄 

C호沙 4 생컁公] 次i 必쳔、6?技^ 
從德辨!탁;彩S’ 

換玄技多接多，犯如고쑈必^ 
© <々(々技‘괘j1》l/“펴읫3조수와 

44^5 DP與聲起換 抵1 
를接‘雜多혹◎교與쑈 

必>1 必#抄 系JI 
(在갛 

J호?y主 납义 냥느 2《과 

23-1) 꾸란이 가장 훌름한 말씀으로 계시되었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비스밀라》으로 계시가 
시작된 것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성서라고 “아부 하이얀”은 풀이하고 있다. 

2) 언어학，수사학 및 균형에 있어서의 유사함을 가리킴 
3) 교훈, 규범, 할랄과 하람(허락과 금기)，선지자들의 이야기 등을 반복하여 계시하고 있음을 
말함. 

4) 신체를 의미한다. 

24-1)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들과 불지옥으로 들어갈 자들이 같을 수 있느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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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들에게 말씀이 있으리니 너희는 
너희가 얻은 것을 맛볼 것이라 

25. 그들 이전의 선조들도 말씀 
을 거역하였으니 그들이 알지 못 

: 하는 곳으로부터 벌이 그들에게 
있었노라 

必炎此1次冷뇨抄 公公 
©최多^ 

’ 

26. 하나님은 현세에서도 그들에 
1 게 굴욕을 주었으나 내세에서의 

벌은 더욱 크니라 그들이 알았더 
라면 불신하지 아니 했으리라 

S넸必版고跡 If☆必넜此與務 
©浴均與效系 

27. 하나님은 인간올 위하여 이 
E 꾸란속에 모든 종류의 비유를 두 

었나니 이로 하여 그들에게 교훈 
이 되고자 함이라 

必 知 센，述 
©心혁;5必 

28. 그것은 아랍어로 계시된 꾸 
란이며 그 안에는 이견이 없나니 
이로 하여 그들이 사악함을 막는 
데 있노라 

29. 하나님이 비유하사 서로 의 
견이 맞지 않는 여러 주인을 섬기 

I 는 사람과 한 주인에게만 충성하 
는 사람이 같을 수 있느뇨1ᅭ 모든 
찬미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나 
그들 대다수는 알지 못하더라 

허꽤 _ 다발빼^ 
多췌於次과必^必幻강奴: 

©心域f 

30. 어느날 그대도 죽을 것이며 
1 그들도 어느날 죽을 것이라 

©췌펴j 성폐 

31. 그리하여 너희 모두는 심판 
i 의 날 주님 앞에서 논쟁을 하게 
5 되리라 

©소端患;、직넷石後多 

29-1) 여러 우상을 숭배하는 불신자와 하나님 한분만을 경배하는 믿는 자가 같지 아니함을 비유 
i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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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나님을 거역하고1> 진리가2] 

도래하였을 때 그것을 거역한 자 
보다 사악한 자 누구이뇨 불신자 
들을 위한 거주지는 지옥이 아니 
겠느뇨 

33. 진리로 도래한 그와1》그것을 
진리로 확증하는 자들은2〉의를 행 
하는 자들이라 

34.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 
님으로부터 갖게 되나니 그것이 바 
로 선을 행하는 자들의 보상이라 

35. 하나님은 그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거두어 주시고 그들이 행 
한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하니라 

36. 하나님만으로 그분의 종에게 
충분하지 않느뇨 그러나 그들은 
그분 아닌 다른 신들로 그대를 두 
렵게 하려 하나 하나님은 그들을 
방황케 두사 안내자가 없노라 

37.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자 어 

2 느 누구도 그를 방황케 할 수 없 
1 나니 하나님은 권능과 대처하심으 
I 로1> 충만하지 않더뇨 

38. 대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 
; 뇨 라고 그대가 그들에게 묻는다 

면 하나님이라 그들은 말하리라 

必均故述必夕 V務典화於 
ᄌ 此수화 

고必3은)L 상—쇼 

必)接;。；起氏상 
©起典，成: 

篇※써산며후此、:與 

松如2與요券次요과 
©於6功a찌 d技% 

灰육,犯必는以。닌松松端^ 

致략必與려，步때때; 
a쇼如，☆以 交接與;:;하其物 

32- 1) 예언자 예수를 신격화하여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는 것 즉 성부=성자=성신의 삼위일 
체설로써 하나님의 유일성에 모순을 자아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 하나님의 신 
성한 영역을 인간의 영역으로 저하시킨 죄악으로 풀이된다. 

2) 꾸란과 이슬람법인 샤리아. 

33- 1) 예언자 및 선지자들 
2) 그 진리를 믿고 선지자들을 따르는 사람들. 

37-1) “주 인티감”은 “응보 또는 대처하다”는 뜻으로 본문에서는 적과 불신자들을 물리치는 능력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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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일러가로되 너희가 승배하는 그것 
1 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느뇨 하나님 

깨서 내게 재앙을 주시려 할 때 
1 그분의 벌을 제거할 수 있느뇨 또 

한 그분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 
려 할 때 그들은 그분의 은혜를 
제지할 수 있느뇨 일러가로되 내 
게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며 그분 

1 에게 의지하는 자들도 그러하니라 

아附많화參於威細〔述T 

物 하^ 故^ 於쑈 J그;t 
®6炎；刻炎毛公; 

39. 일러가로되 백성들이여 너희 
가 할 수 있는 대로 하여 보라 나 

：：；： 는1> 나의 할 일을 다하리니 너희 
ᅮ 가 곧 알게 될 것이라 

@£公於遇^取삿방화^ 弟 
@65供 

40. 누구에게 수치스러운 벌이 
j 있으며 누구에게 영원한 벌이 있 1 

을 것인가를 알게 되리라 

© 않冷义묫今此심分 

41. 하나님이 그대에게 진리로써 
1 그 성서를 계시했나니 이로 하여 

인류를 인도하라 그 복음을 따르 
는 자는 그의 영혼을 이익되게 하 
는 자요 방황하는 자는 그의 영혼 

:; 을 욕되게 할 뿐 그대는 그들을 
위한 보호자가 아니라 

나 돼。혀。폐성1 라빤?職 

©과 : 

42. 죽음에 이른 인간의 영혼을 
앗아가며 수면의 상태로 하여 생 

1 명을 앗아가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1 기한이 된 영혼을 앗아가며 기한 

이 이르지 아니한 영혼을 잠시 유 

예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 시라 실로 
이 안에는 숙고하는 백성들을 위 

! 한 교훈이 있노라 

‘므5 있 以义、(J요◎ J르技유 
仏 5죄，與요，多%典싱 

往장》A되 Did巧 

43. 그들은 숙고하지도 않고 중 
재자로써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택한단 말이뇨 일러가로되 그것들 

1 은 능력도 그리고 지혜도 없는 것 
들이라 

☆ 天公* 必쓩U 
©여■淡샜 

1 39-1) 하나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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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일러가로되 모든 중재는 하 
S 나님의 것이거늘 하늘과 대지의 
; 왕국이 그분께 있어 최후에는 그 
{ 분께로 귀의하노라 

려外※紅破此쑈 

45.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라 언 
| 급되니 내세를 믿지 아니한 자들 
S 의 심중은 혐오와 공포로 가득차나 

그분 아닌 다른 산들이 언급되었을 
때 보라 그들은 기뻐하더라 

6次換 公:ᅪ^ 놘姑紀此必此 
되，如쇼산쑈獻넜九 

J 

46. 일러가로되 하늘과 대지를 
j 창조하고 숨겨진 것과 드러난 모 

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여 서로 
의견을 달리한 당신의 종들을 심 
판할 분은 당신이옵니다 

-r! 

©必^ 

1 
! 47. 스스로 죄지은 자들이1〉대지 

에 있는 모든 것과 그와 유사한 
모든 것으로 심판의 벌을 대신하 
려 할 것이나 그것은 무용한 것이 

i 며 그들이 생각지 아니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닥칠 것 
이라 

分各%J兵。※과公내必^포교 (SI요/ 
"令뎨、유고니 旬!;고상7‘、그 

© ᄋ피넛達고在版셌必S 

48. 그들이 저질렀던 죄악이 밝 
； 혀질1ᅩ 것이며 그들이 조롱했던 것 
: 들이 그들을 괴롭힐 것이라 
년 

切多卵“6대;다나起샜必 
患述 : 

49. 보라 재앙이 인간에게 이르 
! 니 그는 하나님에게 구원하더라 
1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1 주니 인간은 이것은1ᅭ 내가 가진 
i 지혜 때문으로 베풀어진 것이라고 

따分및삶己均此，與 
리公사법政 

故/ 

47-1) 꾸란을 부정하고 선지자를 거역한 불신자들 J 
48-1) 그들이 저질렀던 죄악에 대한 결과로 그들이 현세에서 생각지 아니했던 모든 종류의 벌과 [ 

재앙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아부 쑤우드”는 풀이하고 있다. 

49-1) 죄지은 인간이 구원할 때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나 그 은혜는 그 인간으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 인간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 
하는가? 아니면 또 다시 오만하는 가를 시험하기 위해서이다. ! 

■■器，，活 圖^■[■繼，■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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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말하더라 그렇지 않노라 이것은 
1 하나의 시험으로 그들 대다수가 
E 모를 뿐이라 

50. 그들 이전의 선조들도 그렇 
게1> 말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이 얻 

i 은 것은 그들에게 유용하지 못했 
5 더라 

©公보名!炎납 

51. 그들이 얻은 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재앙이 있었듯이 오늘의 

1： 죄인들에게도 그들이 얻은 사악한 
결과로 그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 
이니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 

^ 을 좌절하지 못하니라 

52. 하나님께서는 뜻을 주신 자 
S 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케도 하 

시며 제한도 하심을 그들은 모르 
느뇨 실로 그 안에는 믿는 사람들 

5 을 위한 예증들이 있노라 

산%，述次좌| 대物名候政？ 

53. 일러가로되 스스로에 대하여 
1 죄지은 나의 종들이여 하나님의 
:: 은혜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말 
r 라 하나님은 모든 실수들을 사하 

여 주시나니 실로 하나님은 관용 
^ 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폐때聲성;從必요技必 
성“，견b 년》保多以노 

54. 그러므로 너희 주님께 귀의 
하여 벌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분께 순종하라 그 후에는 너희 

; 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513 남성은 斗고; j參사it향5 

55. 주님으로부터 너희에게 계시 
된 것을1> 따르되 너희가 알지 못 

! 하는 순간에 벌이 너희에게 이르 
!! 기 전이라 

•폐폐妙여與i 
©교상장처3端상效災起 

1 50-1) “그 은혜가 주어진 것은 내가 가진 지식 때문이라” 라고 말하곤 했었다. 

J 55-1) “아흐싸누”는 “하싸느” 명사의 최상급으로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삶과 영혼으로 
인도하여 줄 복음 즉 꾸란을 의미한다. 

羅^■通M法8_明눈^»理^»■聲格，因隨^^因^M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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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이는 영혼이 오 슬프도다 내 
g 가 하나님께 나의 임무를 게을리 

했으며 내가 조롱한 자 가운데 있 
■ 었단 말이뇨 라고 말하지 않도록 
1 함이라 

빠 a빠떠써⑶ 
述 : 

57.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1 주섰더라면 나는 의로운 자중에 
3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렉 난，，르화}y、乂노 技 1 혀갖 a향 

58. 너희가 벌을 당하여 또 한번 
j 의 기회가 있다면 나는 선을 행하 
: 는 자중에 있으련만 하고 말하지 
| 않도록 함이라 

59. 그렇지 않노라” 너희에게2> 

3 하나님의 예증들이 이르렀거늘 너 
회는 그것들을 거역하고 오만하며 

I 믿음을 거역한 자가 되었노라 

소炎 쨋의於在沒 셨成技徒必 

5 60. 심판의 날 하나님께 거역했 
던 자들을 너희가 보리니 그들의 
얼굴은 검게 변하노라 오만한 자 

! 들을 위한 거주지가 지옥이 아니 

겠느뇨 

逆S◎々々깃펜;홋; ' 

多여;Ik，벼 ： 

61.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자 
j 들을 승리의 장소로1> 인도하시니 
f 어떠한 불운도 그들에게 이르지 아 
I 니하며 그들에게는 슬픔도 없노라 

，뼈대여終 ；： 

©넜其光S 

62.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자 
1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용路)次，■내 : 

1 59-1)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었다면”에 대한 대답으로 너희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복 
음을 보내어 주었으나 불신했다는 뜻이다. 도 

1 2) “카”는 2인칭 남성 단수 인칭어미로 본문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된 말씀을 거역한 1 
J 불신자들을 가르키는 것으로 본다. I 
1 61-1) “마파자트”는 안전 또는 구제의 장소 또는 승리와 행복，희망과 소망을 성취하는 장소 등의 

여러가지 뉘앙스를 갖고 있는 어휘로 천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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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하늘과 대지의 열쇠들이 그분 
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1> 거역한 
그들에게는 손실만 있을 뿐이라 

64. 일러가로되 무지한 사람들이 
여 너희가 나로 하여금 숭배하게 
할 어떤 것들이 있느뇨 

65. 그대 이전에도 그랬듯이1》이 
미 그대에게도 계시가 있었노라 
만일 그대가 하나님과 더불어 다 
른 신들을 섬긴다면 그대의 일은 
헛수고가 되어 모든 것을 상실하 
는 자 서열에 있게 되리라 

66. 그리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경배하여 감사하는 자 가운데 있 
으라 

67. 그들은 하나님께 해야 할 감 
사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매 심판의 
날 대지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손안 
에 있을 것이요 하늘이 그분의 오 
른손에 감기게 되리라 그분에게 
영광이 있으소서 그분은 그들이 
묘사하는 모든 것 위에 계시노라 

68. 나팔이 울려 퍼지니 그때 하 
늘에 있는 것과 대지위에 있는 모 
든 것이 의식을 잃어 시들어지되15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은 제외라 그 
후 또 다른 나팔이 울려 퍼지니2> 
보라 그때 그들은 서서 지켜보리라 

法Jj前部마令細겨뺐的 
© ‘上냐^ 

©6세腦、대0此햇있的 

抄래싸雄版쎈起1 교 

©M 如많紙。從與견 公상 

，과허빼 

책“典與하，冬 ■고^다 

(^5 匕고、在수향흙 상태; 법^ 

ᄊ © 떼도 

당;■今^^^ 

©心%과私A쌍엊於此私외! 

63-1) “아야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선지자들을 통해 보여준 
모든 기적들을 의미한다. 

效-1) 무함마드 이전의 선지자들에게 계시가 내려졌듯이 

秘-1) “싸이까”는 “시들어지다，쇠퇴하다 또는 의식을 잃어버리다”라는 뜻으로 첫번째 나팔이 이 

스라필 천사에 의하여 울려 퍼지면 우주의 만물이 의식을 잃고, 두번째 나팔이 울리면 하늘 
과 대지위의 생명들이 죽게 된다고 풀이되고 있다(이브누 카씨르 229/13). 

2) 또 다른 나팔은 생명의 나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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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대지는 주님의 빛으로 빛을 
1 발산하니 업적의 기록들이 펼쳐지 
1 고 예언자들과 증인들이 앞으로 
2 나오니 진리로써 그들 사이가 결 

정되매 그들은 조금도 부정하게 
I 다루어지지 않노라 

랴해나도《4유소多M고^ 
©技敬^抄訟起取펴i 

: ■ 
§ 

1； 

70. 모든 영혼은 그들이 행한 모 
J 든 것을 되돌려 받으니 실로 하나 
；, 님은 그들이 행한 것을 아심으로 
충만하심이라 

71. 불신자들은 군집하여 지옥으 
유 로 인도되리니 그들이 그곳에 도 
:: 착하매 문이 열릴 것이라 이때 문 
1 지기들은 너희 가운데서 선지자들 
i 이 너희에게 임하여 주님의 말씀 
을 낭송하고 이날에 너희가 그분 

: 을 상봉하리라 경고하지 아니 했 
더뇨 라고 말하리라 이에 그들은 

' 사실입니다 벌은 불신자들을 위해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라고 대답 

J 하니 

的炎抄彩參;卵砂雜u公 
※承심典仏起ᆻ 

以‘故; 必i物고灰쇼합 
©쇼화 

S 72. 지옥의 문들로 들어가 그곳 
에서 거주하라 오만한 자들의 거 
주지는 저주스러운 곳이라고 그들 
에게 대답하더라 

C於以^狀“，起 :: 

73. 주님을 두려워 한 자들은 군 
? 집하여1> 천국으로 인도되니 보라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매 문들이 

유 열리며2ᅩ 문지기들은^ 당신들 위 
에 평안이 있으소서 당신들은 좋 

1 은 일을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 
J 곳으로 들어와 거주하소서 라고 
I 말하리라 

방，供效必誤雜쇼約^ i 
방^ JSS 端 多_ 

5 73-1) “주마르”는 서문에서 설명했듯이 “그룹을 지어, 또는 군집하여 또는 단체로”라는 뜻이다. 

2) 그들이 천국에 도착했을 때 문은 이미 열려져 있다. 에덴의 천국의 문들이 그들을 위해 열 I 
려져 있도다 

: 3) 천국의 문을 지키는 천사들은 선을 실천하였던 의로운 자들이 도착했을 때 놀라지 아니하 
고 그들을 기꺼이 맞이하며 환영의 인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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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이때 그들이 말하더라 하나 
님께 찬미를 드리나이다 그분은 
약속을 이행하사 우리에게 이 대 
지를 유산으로 주셨도다1ᅭ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천국에서 거 
주할 수 있나니 의로운 자들을 위 
한 보상은 얼마나 훌륭하뇨 

75. 그대는 옥좌를 둘러싸고 있 
는 천사들을 보리라 그들은 주님 
을 찬미하며 영광되게 하더라 그 
리고 그들 사이에 진리로써 판결 
이 내려지니 만유의 주님이신 하 
나님께 찬미가 있으소서 라는 소 
리가 모든 곳에서 들려오더라 

:以8⑮ d우J◎。，남쥰i (■多나■:댓 
©■대 

—김 (소다 (J》노고노략分 0多; 
©，必스效述겆W※接梅; 

74-1) “우리(하나님)가 유산으로 약속한 그 천국은 의로운 우리(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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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장 가피 르 

메카에서 계시된 敗장으로 다른 메카 계시들 처럼 이슬람의 기본 

원리를 다투고 있다. 

하나님의 속성들과 말씀들을 시작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증 

들에 대한 불신자들의 논쟁을 다루고 내세와 종들에 대한 보상, 즉 모 

든 인간은 그의 업적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는 약속에 따라 선은 

선의 보상이 될 것이요，악은 악으로 보상된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믿 

음과 불신에 관한 이야기로써 모세와 오만하고 거만하였던 파라오를 

비유하고 있다. 오만한 파라오를 바다에 익사케 하고 모세와 믿음을 

가졌던 백성들을 구원한 이야기를 언급하다가 믿는 자(무으민)와 불 

신자<카피트)를 보는 사람(바시트)과 보지 못한 장님(아으마)으로 비유 

하고 거짓하는 자와 위선자들에 대한 벌을 묘사함으로써 본 장을 끝 

맺고 있다. 

본 장은 하나님의 속성 중의 하나인 “가피트”(관용을 베풀어 주시는 

분)가 언급되고 있어「가피트」장이라 불리워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죄를 사하여 주사 회개를 받아 주시는 분”，“실로 내(하나님)가 너희 

를 권능과 관용으로 초대하노라”，한편 파라오 백성 가운데 신앙인의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어 “무으민”(믿는 사람)장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한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4권 op. dt,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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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우시고 자얘로우신 
하나님의 이^으로 

■■■ 
(士今”고1守" 

2. 이 성서의 계시는 권능과 아 
심으로1> 충만하신 하나님으로부 
터 계시된 것이라 

(。딨與고少。V장必多 

3. 하나님은 죄를 사하여 주사 
회개함을 받아 주시되” 그렇지 아 
니한 자에게는 벌이 엄하니라 또 
한 그분은 풍요로운 분이시며 그 
분 외에는 신이 없나니 최후의 목 
적은 그분께로 가는 것이라 

닛與此 V때少:々，‘換'쇄빴 

4.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논쟁 
할 수 있는자 없으되 불신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매 고을에서1》그들 
의 활보가2> 그대를 기만하지 못하 
도록 하라 

5. 그들1ᅩ 이전에도 거역한 백성 
들이 있었으니 노아의 백성과 또 
다른 백성들이2ᅩ 있었노라 각 백성 
들은 그들의 선지자를 음모하여 

3죠뺑淨었뱃共냄恥券& 

^‘스0 今 ᄍ수;’;分分三;쇼 

公^^^ 

1- 1) 제2장 1절 참조 

2- 1) 본 절은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39장 1절과 같다. 제39 
장 1절에서 “지혜로 충만하신” 절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 “하킴”으로 묘사되면서 우 
주의 질서와 운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본절에서는 창조된 모든 
피조물의 드러난 부분과 숨겨진 부분도 다 알고 계신다는 “알림”으로 묘사되고 있다. 

3- 1) 응벌에 앞서 용서와 관용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은 창조주의 풍성한 은혜를 가르키는 것 
으로 본다. 

4- 1) 현세 
2) 궁궐과 권리와 재물로써 유혹하는 것 

5-1) 메카 불신자들 
2) 아드，사무드，그리고 파라오의 백성둥 성서들과 선지자들을 거역한 그밖의 백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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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하려 하였으며3ᅩ 허위로 진리 
를 논쟁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내 
가 그들을 멸망케 하였노라 보라 
나의 벌이 얼마나 무서웠느뇨 

6.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1〉불 
신자들에게 있었거늘 실로 그들은 
불지옥의 동반자들이라 

7. 하나님의 권자를 유지하는 자 
들과 그 주위에 있는 자들은1> 주 
님을 찬미하며 그분을 믿고 믿는 
자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더라 주 
여 당신은 모든 것 위에 자비와 
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니 회개하 
여 당신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불 
지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 
소서 

8. 주여 당신께서 그들과 그리고 
그들의 선조들과 아내들과 후손들 
중 의로운 자들에게 약속한 에덴 
의 천국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하 
여 주소서 실로 당신은 권능과 지 
헤로 충만하신 분이옵니다 

9.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소 
서 그날 악으로부터 당신의 보호 
를 받는 자는 당신의 자비를 받은 
자로1> 그것은 가장 위대한 승리입 
니다2》 

占》t系요쑴名과쇠“幻낑人^5마 
®o^ 

되 

硬빳成與^太u次:: 

心요典#여디淨必다 

©石?分》C육부; 의&수!多창; 

사 G섰고; 滅一一?效效聲 
以 u화雜.Sif却했切환占 

9수조니양년^심않吹S 

3)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선지자를 살해하였고 불신자 중에는 선지자를 살해한 자도 있었다고 
이브누 카씨르는 해석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235/3). 

6- 1) 위선자 그리고 불신자들의 거주지는 불지옥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제39장 75절 참조)과 그것 
은 그 이전 불신자들에게 실현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7- 1) 천사들로 그들의 숫자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으며 이들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피조물들로 해석되고 있다. 

9-1) 관용올 베풀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본절의 기원은 천사들의 기원(두아》으로 풀이되 
고 있다(무함마드 알라 알사부니，제14권 op_ cit, p.73). 

2)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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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0. 불신자들에게 언급이 있었으 
1 니1> 너희가 믿음으로 초대되었을 

때 거절하여 너희 스스로를 혐오 
한 것보다 하나님이 너회를 미워 
함이 더 큼이라 

心고나 uiS그以⑶파^、내교 
o接M 心때文쑈後^ 

©6■接성 

11-그들은1ᅮ 말하리라 주여 당신 
J: 은 저희로 하여금 두차례의 죽음 

을 맛보게 하고 두차례의 생명을 
§ 주셨나이다2> 이제 저회는 저희의 

죄악을 인식하나니 빠져 나가는 
길이 있나이까 

述々、^1在^;^&技^낮납 
©《—드노: 占;冬):兵，(보〔心^ 삭 

12. 그것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경배하라고 했을 때 너희가 믿음 
을 거역하고 그분과 함께 우상을1》 
섬긴 것 때문이라 실로 심판은 가 
장 위에 계시고 가장 훌륭하신 하 

1 나님이 하시니라 

않갤樹夕與以此必과하少) 
®，생此妙S敗多 

13.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분의 
예증을 보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 일용할 양식을1> 베풀었으되 하나 
님께 회개한 자만이 그 교훈을 받 
아들일 뿐이더라 

儀;ᄇ收少0% 被免在때; 
©^쨋分회 

14.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혐오하 
더라도 하나님에게만 구하고 그분 
만을 경배하라 

® 必與쇼삿幻公# 淑|>炎 

10-1) 심판의 날 천사들이 불신자들을 불러 “너희가 현세에 있을 때 믿음으로 초대되었으나 이를 
1 거절함으로써 너희 스스로를 욕되게 한 것보다 너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응벌이 더 큰 것 

이라”(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236/3) 

11-1) 지옥의 무서운 벌을 본 불신자들 
볼 2) 첫번째의 죽음(마우트)은 아직 탄생하기 전의 무의 상태를, 두번째의 죽음은 인간으로 창조 
J 된 후 현세에서 맞게되는 죽음올 의미하고，첫번째의 생명(하야)은 살아 있을 때의 생명을 : 

I 두번째의 생명은 심판의 날 부활의 생명을 의미한다고 “이브누 마쓰우드” 및 u이브누 압바 
1 쓰”，그리고 “까따다”는 다음 꾸란 구절을 인용하여 플이하고 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을 불신하느뇨? 너희는 죽은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사 또 너희의 생명을 앗아간 
후 다시 생명을 주느니라” 

j 3) “현세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리니 이 불지옥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 
J 까?”라고 불신자들은 말하고 있다. 

12-1) 알라트，알옷자 및 그와 유사한 우상들 

| 13-1) 모든 식물을 자라게 하여 열매와 씨앗을 맺게 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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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장 위에 계시며 옥좌에 계 
시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그분의 명령으로 그분이 
원하는 종들에게 계시를 내리어” 
그것으로 상봉할 그날의2》인간에 
게 경고하시고자 함이라 

知。麥 
©_ 必::被米^。接탄多 

16. 그날이 되어 그들 모두가 나 
오매 그들에 관한 어떤 것도 하나 
님께 숨겨지지 못하더라 그날에 
왕국은 누구의 것이뇨 그것은 홀 
로 계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것이라 

용 6;冬요다S1 
© 쇼b;잎1 셨y 1 

17. 그날에 모든 영혼은 그가 얻 
은 것으로 보상을 받으사 공평함 
이 있는 날이 그날이라 실로 하나 
남은 계산하심에 빠르시니라° 

拙孤깊1；鄕도p작b與“i次封 

18. 가까이 다가오는 그날을 그 
들에게 경고하라1> 그때가" 되면 마 
음의 공포가 목까지 이르러 그들 
을 질식케 하니 죄인들은 친구도 
그리고 귀를 기울일 중재자도 없 
노라 

i 쑈多^^必强與쌨京必與 ； 
© f 때 쓰네兵士占있5必Mᄃ1 

19. 하나님은 눈으로 기만하는 
술책과1> 인간의 마음을 숨기고 있 
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15-1) 인간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선지자로 선택하고 메세지를 내리니 3 
2) 하늘의 백성과 지상의 백성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이 만나는 그날로 까타다는 풀이하고 i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23分3》. 

17-1) 동시에 모든 피조물의 업적을 계산한다. “한시간 안에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한시간 i 
내에 계산한다”고 꾸르뚜비는 해석하고 있다. 또「카바르」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 
다* “천국의 사람이 천국에 들고 지옥의 사람이 지옥에 들 때까지는 한나절도 걸리지 않느 I 
니라”(타프씨르 알꾸르뚜비 301/15) 

18-1) "아지파”는 부활이란 명사로 그 부활의 날에 징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라는 의 5 
미로 “이브느 카씨르”는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239/3). 1 

19-1) 금지된 것을 몰래 홈쳐 넘어보는 기만하는 인간의 눈 ^ 



제40장 가피르 : 20-25 888 

20. 하나님은 진리로써 심판하시 
； 나 그들이 숭배했던 다른 것들은 

심판할 수 없도다 실로 듣고 보시 
j 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라 

방々요多IV 分與犯 i 
©文괘;^必物身 t多。i接선 

21. 그들은 대지를 여행하며 그 
1 들 이전 백성들의 말로가 어떠했 : 

는지 보지 않느뇨 저들은 그들보 
6 다1ᅮ 힘이 더 강하였고 지상에서 
: 더 많은 영향력이 있었지만2ᅭ 하나 

님은 그들의 죄악으로 그들을 멸망 
1 케 하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 
. 항하여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더라 

。此당 a 도혹。:次1 
고쑈切映“께 々與接々 

6名다;뇨技*1고파 ci多냇 
© 예‘》 

22. 그것은 그들에게 선지자들이 
: 예증과 더불어 도래하였을 때 그 
들이 그것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케 
하였으니 실로 그분은 벌하심에 
강하시고 엄하시니라 

义炎녁V회端^방쌌노雄 
®v 않以起i 쌍效수想s 

23. 하나님이 모세를1> 통하여 그 
1 분의 말씀과2> 분명한 능력을3} 주 
J 었나니 

©旧꾀松Vc必比깃:述 

24. 파라오와 하만과 까룬에게 
보냈노라 그들은 말하길 그는1ᅭ 거 

I 짓하는 한 마술사라고 하더라 

©리分ᆻ多법 6보。^■匕乂接욧고 

25. 모세가 하나님의 진리와 더 
불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와 

, 더불어 믿는 사람의 남아들을 살 

나炎成 
《多}^文상文4起心; 니]幻 (2》 

I 21-1) 그대의 백성 메카의 불신자들 
| 2) 궁전과 강한 군대와 적을 막을 수 있는 많은 성루 

: 23-1) 본 절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 보다는 박해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였던 파라오 시대에 하나님 
을 믿었던 유일한 선지자였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본 장이-서문에서도 언급했듯 
이-“무으민”(믿는 사람)의 장이라고도 불리워지게 된 동기 이다. 

^ 2) 구약성서(타우라) 

i 3) 손과 지팡이의 기적 둥 모세가 보여 주었던 모든 기적을 가르킴. 

24-1)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기적들을 보이자 그들은 모세를 거짓하는 마술사 
에 불과하다고 조롱하면서 거역하였다. 



제 40 장 가피르 : 26〜28 889 mm 
■Hass 
해하되 여아들은 살려두라1ᄉ 말하 
였으나 불신자들의 음모는 방황과 
파멸을 초래했을 뿐이라2ᅩ 

26. 파라오가 말하였더라 내가 
모세를 살해할 것이며 그로 하여 
금 그의 주님께 구원을 하도록 하 
리라1> 실로 내가 두려워 하는 것 
은 그가 너희의 종교를 개종케 하 
여2> 대지 위에 해악을 퍼트릴 것 
이라 

27. 모세가 말하였더라 실로 나 
는 나의 주님이며 너희 주님이신 
하나님께 계산하는 그날을1> 믿지 
아니한 모든 거만한 자들로부터2> 
보호하여 달라 구원하니라 

28. 파라오 가족 중에 믿음을 가 
진 한 남자가 있었으니1) 그는 그 
의 믿음을 숨기고 나의 주님은 하 
나님이시라 말한 것을 이유로 살 
해하려 하느뇨 라고 말하였더라 
실로 모세는 주님으로부터 분명한 
예증을 가지고 당신께 왔도다 만 
일 그가 거짓하는 자라면 그의 거 
짓이 그를 해할 것이요 그가 진실 

j나나邊 쇼玄^(6법 

©SUk功장 

《與提必別收bps; 滿 
잇取藏 此必 3與。있々때 

公起。셋々 公與^己起故 
® 幻公“必分公典났쑈此 

25- 1) 파라오에 의한 이스라엘 자손 학살을 일컫는 것으로 제28장 4-6절 참조. 

2) 오만한 파라오와 그의 군대에 보내어진 벌은 여러가지 형태의 벌이 있었다. 개구리(다파디 
으)，기생충 종류의 이(꿈말)，피(담)，홍수(따우판) 둥의 벌로써, 그리고 그들을 바다에 익사 
케 하고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제한 것 등이 있었다(하씨야 싸위 6/4). 

26- 1) 하나님을 조롱하는 표현이다. 이것은 모세가 그의 임무를 띠고 파라오의 궁전에서 파라오 
앞에서 선교를 하려 했을 때 있었던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다(알리 유스프의 꾸란해설 
P.129, 제20장 49절，57절 및 效절 참조). 

2) 일부 파라오 백성들은 파라오와 애굽의 우상들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아론과 모세의 주님을 
믿게 되었다. 

27- 1) 심판의 날과 내세 
2) 파라오를 비롯한 그밖의 모든 불신자 

淡-1) 이 남자는 파라오의 삼촌 아들，즉 조카로써 그는 꼽뜨교인으로 그의 신앙을 숨기고 있다가 
파라오가 모세를 살해하려 위협하는 말을 했을 때 이를 듣고서，“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라 
말한 것을 이유로 한 남자를 살해하려 합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 
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4권 op. cit,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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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하고 있다면 그가 너희에게 
^ 경고한 재앙이 너희 위에 있을 것 
i 이라 실로 하나님은 넘어선 자와 
거짓하는 자를 인도하시지 않노라 

29. 백성들이여1ᅭ 오늘의 왕국이 
너희 것이요 그 나라의 주인들이 
지만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 온 
다면 누가 우리를 도와 주리요 이 
때 파라오가 말하였더라 내가 본 
것을2> 너희에게 보여 줄 것이며 내 
가 너희를 오른 길로 인도하리라 

여々피《乂깊빼炎典 
其고“고0테炎此必。細노 

&넷炎必低^내섟 t 

30. 그때 믿음을 가졌던 그 남자 
1 가 말하였더라 백성들이여 실로 
나는 너회가 죄지은 무리들의 재 

! 앙의 날처럼 되지 않을까 두렵도 

I 다】》 

其와 6여心逆^ 秘as; 

31. 노아나 아드 그리고 사무드 
와 그들 이후에 온 세대들의1〉운 
명처럼 되지 않을까 두렵도다 하 
나님은 그분의 종들이 불의가 있 

； 는 것을 원하지 않노라 

©근切妙，^쑈版九必& 

32. 백성들이여 너희가 서로 울 
부짖는 그날이 염려되노라 

33. 그날 그들이 돌아서 도망하 
려 하나 너희는 하나님의 벌로부 

1 터 피하게 할 아무런 보호자도 갖 
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방황케 하 
시고자 한 인간은 인도할 자 아무 

1 도 없노라 

© 남i 占，섟다接si 

1 29-1) 위에서 언급한 그 남자는 我절에서 파라오에게 충고한 후 본절에서 파라오의 백성들에게 
i 게속하여 충고하고 있다. 

2) “내가 본 것이란” 파라오의 자기 고집으로, "내가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으 
니 내가 본 것은 아는 것으로 너희를 지휘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본 것이 옳은 것이니 너희 

j 는 그것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다. 

1 30-1) 제38장 11-13 절 및 40장 5절 참조. 

! 31-1) 롯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을 거역했던 백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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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전에 요셉이 분명한 예증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르렀으되 너희 
는 그가 온 임무를 끊임없이 의심 
하였더라 그가1ᅭ 임종하였을 때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 
자도 보내지 않욜 것이요 라고 너 
회는 말하였으니 하나님은 죄악을 
낳고 의심속에 사는 그들을 방황 
토록 하였노라 

35. 그들이 부여받은 아무 예증 
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논쟁하 
는 그들에게는 실로 하나님과 믿 
는 사람들의 큰 혐오가 있노라 그 
리하여 하나님은 거만하고 오만한 
자들의 마음을 봉하여 버리시도다 

36. 이때 파라오가 말하였더라 
하만이여 내게 높은 궁전을 지어 
다오1ᅭ 내가 길과 방법을 얻고자 
함이라2) 

37. 하늘에 이르는 길과 방법을 
알아 내가 모세의 하나님께 이르 
리라 내가 생각하니 그는 거짓하 
는 자라 이렇게 사악한 그의 행위 
가 파라오의 눈을 유혹하였으니 
파라오는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의 음모는 자신을 멸망의 길로 
유인했을 뿐이라1} 

38. 믿음을 가진 그 남자가 계속 
하여 말하길 백성들이여 나를 따 

此災 一고炎次述 
요feki경占f 피‘발 깃%技冬장호往 

i넘‘%，느起5其i 〒 '과& 

©신땄 

版身껴휴요요起色성異立典 
塔요색多必々玉丄淑느 

@4량# 

4◊대射菜남此다必했忘 

起?해改少次的 ⑷ I 必디 
以疾난文^ 客께逆M後 

34-1) 요셉 

36- 1) 파라오는 그의 대신인 하만에게 높고 웅장한 궁궐을 세우라고 명령하고 있다. 과라오가 가 
족중의 믿는 한 남자가 충고를 했을 때 파라오는 그 남자의 말이 백성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 하였다(꾸르뚜비 31445). 

2) 하늘에 이르는 방법과 그 길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자기 오만과 거만을 보이고 있다. 

37- 1) 과라오는 모세를 살해하려 음모하였고(본장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살하였으나(본장 
幻절) 그 음모는 자신과 그 음모에 가담했던 이들에게 돌아왔으니 그들 모두는 홍해에 익 
사하여 멸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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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르라 내가 너희를 옳은 길로 인도 
^ 하리라 

I 39. 백성들이여 현세의 삶은 지 
나가는 향락에 불과하니 영주할 

: 곳은 내세뿐이라 

少端뺐 6公*^，被낭沙政쇼: 
@ 

•i 40. 사악한 자 그와 같은 것 외 
에는 보상을 받지 못하며 선을 실 
천한 믿음의 남녀는 천국으로 들 
어가리니 그곳에서 그들은 계산없 

f 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리라 

d나 以택조(호과4었녁入S一■ (IP 

41. 백성들이여 내가 너희를 구 
원으로 초대하사 너희는 나를 지 
옥으로 초대하려 하느뇨 

法바}13쇼5以; JiJ名확!。笑多 

42. 너희는 나를 초대하매 하나 
님을 불신하고 그분과 더불어 내 
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승배하라고 

? 하나 나는 너희를 권능과 관용으로 
: 충만하신 분에게로 초대하노라 

免크히i 典V그公노 쇼^느 
患^예 

S 43. 너희는 현세와 내세에서도 
숭배될 수 없는 것으로 나를 초대 
하려 함이 의심할 바 없으나 우리 

^ 가 귀의하는 곳은 하나님이며 죄 
5 인들은 불지옥의 동반자가 될 것 

이라” 

聲如0：?^요^년广技^：^t；g 

44.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할 것 
들을 너희는 곧 알게 되리라 나는 

S 나의 길을 하나님께 의탁하나니 
1 실로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을 항 
! 상 지켜보고 계시니라 

故知 소抄災故他必회 
©公냐노遠—.쑈1 

43-1) 본절은 다음 3가지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현세와 내세에서 또는 물질적 세계와 영적 세계에서도 경배받을 권리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을 둘째 인간의 최후 귀착지는 오직 하나님 뿐이며， 
셋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숭배한 모든 인간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불지옥으로 인도될 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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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불로1》 
이끌려 가며 심판의 날이 이르면 
파라오의 백성들은 최악의 벌로 
들게 하라는 심판이 내려지노라 

1 

心고此 려 U 식W쌔L쐈 
@닛賊1땄 

1 

46.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불로” 

이끌려 가며 심판의 날이 이르면 
파라오의 백성들은 최악의 벌로 
들게 하라는 심관이 내려지노라 

침 

©씨내■■과切3 

47. 그들은 불지옥에서 서로가 
논쟁하니 추종했던 약자들은 오만 
했던 그들에게 우리는 당신들만을 
추종했나니 이 불지옥의 몫을 당 
신들께서 막아 줄 수 없느뇨 라고 
말하노라 

쇼必杖父가⑶典，소^^ i 
6炎얍iW성 식 ■■놔 

®4獻^以워드 

48. 오만했던 자들이 대답하여 
말하길 우리 모두가 불지옥에 있 
지 않느뇨 실로 하나님만이 그분 
의 종들을 심판하시니라 

혹: 淑상렇섰던用必么쇼돼 0년 
예必 

49. 불속의 그들은 지옥의 수호 
자들에게1> 당신의 주님께 기도하 
여 하루만이라도 그 벌을 가볍게 
하여 주소서 라고 말하리라 

公호;t,Si:多“炎S각고의|쇼‘포괘3兵; 
® 士i匕도往“ip쇼 

50. 그들이 대답하기를 분명한 
예증과 더불어 선지자들이 너희에 
게 이르지 아니 했더뇨 라고 물으 
니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 

g최"與다및接如 聲 

©必醜 

! 45-1) 현세에서의 벌은 그들을 바다에 익사케 하고 내세게서는 불태우는 벌. 모세시절 파라오와 
^ 그의 백성들은 많은 재앙을 당하였다(제7장 130-136). 

1 46-1) 본 절에서 불(나르)은 “심판의 날에 이르면… 최악의 벌로 들게 하라”는 절로 미투어 보아 

! 무덤속에서의 벌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4권 op. cit, 
J p.82), 

| 49-1) 유혹되어 죄악에 빠진 자들은 지옥의 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今 중재하여 달라 구원하나 천사들은 그들을 감시하는 것 외에는 중재할 수 없다、오히려 천사 
1 들은 그들의 천진난만한 말로，“너희가 사는 동안 너희 중에서 선지자가 이르러 경고하지 
：1 아니했느뇨?”라고 묻는다(제39장 기절 참조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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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천사들이 구원을 간청하여 
보라고 말하니 불신자들의 기원은 
무익할 뿐이라 

51.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믿는 
자들로 하여금 현세와 그리고 증 
인이 나타날 그날 승리케 하리라 

다^ 必다心^\比섰있방 
©빼 U:技述 

52. 그날은 불신자들의 변명이 i 
그들을 유용케 하지 못하며 그들 
에게는 저주와 사악한 거주지가 
있을 뿐이라 

망;與 

53. 하나님은 모세에게 복음을 
주었고1>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성서를2> 주어 

슝券프S匕夕후 사향 노잇; 
©생 

54. 이해하는 사람들의 길이요 
교훈이 되도록 했노라 

© 닛 쇼!쇼 

55. 그러므로 인내하라 실로 하 
나님의 약속은 진리라 너희 잘못 
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저녁과 
아침으로 주님만을 찬미하라 

유^남 흣反그切^技 
© ^ (r 

56. 그들에게 부여된 아무런 능 
력도1>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 
여 논쟁하는 자들의 심중에는 오 
직 오만 뿐이니 그들이 바라는 것 
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구하라 
모든 것을 들으시고 지켜보시는 

: 분은 하나님 뿐이라 

어^스와於 1 생今 6요以쇼公조 01 

£ 성^^棟此과此>抄내 
® J녜^必 섹於v마\S 

| 

57. 실로 하늘과 대지의 창조는 

. 

53-1) 이므란의 of들 모세에게 베풀어진 것은 기적과 성서와 율법이었으며，《아비 싸무드 해설 

:! 12^) 
1 2) 구약성서(타우라)를 가르킨다. 

■ 改-：0 술탄 : 권력, 능력이란 언어적 뜻을 갖고 있으나 여기서는 “근거” 또는 “예중”이란 뜻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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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인간의 창조보다 더 위대한” 것이 
i 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 못하더라 

©公띠녀，단. 

58. 눈먼자와 보는자가 갈지 아 
니하며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 

j 들이 사악한 자가 같지 아니하니 
f 소수를 제외하고는 교훈으로 삼지 
i 못하더라 

래 태여셔比 
쌓 t챘必여따허 

©述^ || 

59. 실로 그 시각이 다가오고 있 
다는 것을 의심할 바 없으나 대다 

: 수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 

U鄕:세邊고姑必선紀故出1겠 
©교炎f 

60. 그러므로 나에게 구원하라 
^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답하여 
? 주리라 나를 경배함에 거만해 하 

는 자는 굴욕속에 있는 자신을 지 
옥에서 발견하리라 

c疏，a 々여빠炎빠 : 

® <2“多一占고么다!도々삶々수 

； 61. 밤을 두어 너희로 하여금 휴 
! 식을 갖게 하고 낮을 두어 보게 
: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실 
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J 은혜를 베푸시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더라 

:>例; J與紙與(상1 技t 

정。與 必幻 

巡.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너 
:: 희의 주님 하나님이시니 그분 외 

에 신이 없노라 그러하므로 너희 
가 어떻게 유혹되어 진리에서 벗 
어나려 하느뇨 

少와있抄聲聲 公爲沒別效느 
©빼故 

2 

63.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 
j 정한 자들은 유혹되노라” 

如싣낸於^M沒到뇨=> : 

© 쇼於 

1 57-1) “라칼꾸”에서 “람” 철자는 시작(start)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것 이전에 하늘과 대지가 창 
J 조된 위대함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 59-1) 내세가 온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 이들은 심판과 부활을 믿지 아니한 인간들이다 

1 63-1) 본 절은 예언자 무함마드를 위로하는 절로 그 뜻은 “무함마드여! 그대 백성의 불신과 조롱 
卜 으로 슬퍼하지 말라. 그들 이전 백성들도 그랬느니라”는 뜻으로 “싸위”는 풀이하고 있다(하 
r 쉬야 싸위 13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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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너희를 위해 대지를 안식처 
1 로 하사* 하늘을 지붕으로 하고 너 

회를 창조하사 가장 아름다운 형 
체로 지으셨으며 좋은 양식을 부 
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 너희 주님 하나님은 그러하시니라 
1 그러므로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 

이여 축복을 받으소서 

災迎與^被射 ] 

炎자때炎與 i 

此_여: 物效얏_ 

© 仏士"公나iS i 

65.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시 
사 그분 외에는 신이 없나니 그분 
께 경배하여 구하라 만유의 주님 

1 이신 하나님이여 찬미를 받으소서 

_ 仏必i■혀必 
©리在싸代起: 

66. 일러가로되 내게 나의 주님 
S 으로부터 계시가 있었을 때 너희 
1 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승배한 
1 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계시와 더 

불어 오직 만유의 주님만을 경배 
하라 내가 명령 받았노라 

i他과화 획•빼 
©_'않나 

67. 너희를 흙으로 빚은 후 부터 
는 한방울의 정액이 응혈이 되게 
하여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라 그분은 너희를 아기로써 태어 
나게 하고 노인이 되게 하며 그 
중에는 그 이전에 임종케도 하고 
너희가 정해진 기간이 이르도록 
하게 하니 이로 하여 너희가 지혜 

| 를 알도록 함에 있노라1》 

久破、伊_■卵必 
방J쒸々화성호公傾^와요^ 

必정與께占요絲起^ J 

期. 생명을 주사 앗아가시는 분 
도 그분이시라 그분께서 어떤 것 

? 을 원하실 때 있어라 하시매 그것 
이 그렇게 되니라1》 

例>: 調少#間與此타여難 
©쇼效在 

| 67-1) 본 절은 인간의 창조단계와 일생의 과정이 제시되고 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 육 
S 을 빚은 후 하와(이브》를 배우자로 둔 다음부터는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어머니 ^ 
I 의 자궁에서 수정 성장케 한 후 세상에 태어나게 하였다. 태어난 유아가 성년이 되고，성년 , 
1 이 된 인간은 다시 노인이 되며 이 노인을 다시 죽음에 이르도록 하였다. 이 인생의 과정은 
I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며 제이의 탄생과 삶을 두셨 
I 다. 첫번째의 탄생은 삶의 순간에 불과하도록 하였지만 두번째의 탄생은 삶을 영원하도록 1 
1 하셨다(제22장 5절 참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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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논 
쟁하는 무리들을 보지 않느뇨 그 

1 들은 어찌하여 진리에서 벗어나려 
j 하느뇨 

身낮^^ 致쇼요沒_그!고iᅲ 
©(강起 ； 

70. 이들은 성서와1ᅭ 하나님이 선 
1 지자들에게 보낸 것들을의 거역하 
S 고 있으나 그들은 곧 알게 되리라 

요따一쑈그匕그 一强公公必 

71. 그때에 그들 목에는 멍에와 
쇠사슬이 씌여져 끌리어 가노라 

舍 乂明 ■방 

72. 끓는 액체 속으로 들어가 불 
속에서 태워지며 과■의 UA도 

73. 너희가 숭배했던 신들이” 어 
디에 있느뇨 라는 질문을 받노라 

06起接此^:典섰 

74. 그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요 라고 그들은 말하며 그것들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 어떤 것도 숭배하지 아니 했습니 
S 다 라고 하도다 그렇게 하여 하나 
( 님은 불신자들을 방황토록 버려 
1 두시노라 

士少쑈⑶쑈版!하與如必士 
©쇼必此，6功와於松與 

1 75. 그것은 너희가 현세에서 진 
! 리 아닌 다른 것에 탐닉하였고 오 
| 만하였기 때문이라 ©浴其述 

76. 너희는 지옥의 문들로 들어 
가 그곳에서 거주하라 저주받은 

| 거주지는 오만한 자들의 곳이라 

化과起在於차신如^ 
©•幻，S 

77. 인내하라 실로 하나님의 약 
j 속은 진리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公必巧최여容知 店 

70-1) 꾸란 1 
(1 2) 하나님의 선지자 및 예언자들에게 계시한 성서들 1 

| 73-1) 우상들 



약속했던 일부를 그대에게 보여 
주리라 아니면 하나님이 그대의 
영혼을 그것1》이전에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리니 그들 모두가 
귀의할 곳은 하나님 뿐이라 

78. 그대 이전에도 하나님은 선 
지자들을 보냈으되” 그중에 그대 
에게 언급한 자_ 이었고 언급하지 
아니한 자 있었으며 어떤 선지자 
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어떤 예증 
도 이르지 않했노라 그러나 하나 
님의 명령이 있었을 때 진리로써 
심판이2ᅩ 있었고 그때 그곳의 불신 
자들은 멸망하였노라 

79. 너희를 위하여 가축을 두사 
이로 하여 너희가 타기도 하고 음 
식으로 먹기 위해서라 

80. 그 안에는 너희를 위한 또 
다른 유익함이 있나니1> 그것들을 
통하여 너희 마음속에 필요한 것 
을 얻을 수 있으며 또는 그것을 
타거나 물건을 싣고 이동하노라2> 

81. 하나님은 너희에게 항상 그 
분의 예증을 보이고 있으나 그래 
도 너희는 하나님의 예증을 거역 
하느뇨 

82. 그들은 대지를 여행하며 그 
들 이전 백성들의 말로가 어떠했 

좌여 0 우화；父진; 
邊必必고夜技심於 귀^ 
j其多노一鄭的와냐났※ 

@성切찼4私 

©생巧敗도 

하，쳐 3빠從i夕匕 
©々次與其域;;炎於此 

© 6起자5방)冬고; 

77- 1) 약속된 벌이 현세에서 불신자들에게 있기 전 
2) 제10장 46절 및 제8장 46절 참조 

78- 1)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냈다. 그 선지자들 중에는 그들의 이름이 꾸란에 
의해서 알려진 선지자가 있었고 그 이름들이 알려지지 아니한 선지자들이 있다<제4장 164 

절 참조). 

2) 주어진 시간이 완료되어 불신자들에게 주어질 벌이 결정되는 때 

80-1) 가죽, 털, 우유，버터，지방질 등 
2) 무거운 것을 운반하는 것. 즉 낙타는 사막의 유람선이라 할 만큼 사막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의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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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보지 않느뇨 그들은 이들보 
다 더 많았고1ᅩ 강함이 우월하였으 
며 대지에 자취들을 남겼노라 그 
러나 그들이 얻었던 모든 것은 그 
들에게 이롭지 못하노라 

83. 선지자들이 분명한 예증으로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은 그 
들이 가진 지식으로 오만해 하였 
으나 오히려 그들이 조롱한 것이1》 
그들을 에워싸 버렸노라 

84. 그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보 
고 우리는 하나님이 홀로 계심을 
믿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숭배했던 
것들을 부정하나이다 라고 말하나 

85. 하나님의 벌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믿는 것은 그들을 유용케 
하지 못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것은 그분의 종들에게 
행하셨던 것이니 불신자들에게는 
멸망만이 있을 뿐이라 

讀紀G 次以與쳐쭌分在砂 
©g섰將;鼓 士1여^네:樹3 

⑯以%“대多조 다침노고技定故S 

® 必接라상회的此次요 

妙終 版乂起獻離賊;成改 
©述。대公 

鄭必그떠5 此四次와^起炎 
© 述5妙到述、好(於^ 致 교兵했 

82-1) 메카 불신자들의 병력보다 숫자가 더욱 많았고 

效-1)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예증들을 거역하며 조롱했던 불신에 대한 벌이 그들에게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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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에서 계시된 54절로 이슬람의 기본원리인 유일성，메세지 및 
부활과 보상 등 주로 믿음의 근본을 다루고 다른 메카 계시들과 같은 
목적들을 제시하고 있다. 

꾸란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것은 자비로우신 분，즉 하나님 
으로부터 계시된 것이라는 예증과 더불어 무함마드 선지자에 대한 진 
실을 언급한 후，계시와 메세지에 관한 이야기로 하나님이 선택한 선 
지자를 통하여 계시를 내림으로써 예언자 및 선지자의 자격을 부여하 
여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생 
명과 천지창조를 통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숙고하도록 하면서，하나님 
의 말씀과 예증 그리고 선지자들을 거역한 아드의 백성과 사무드 백 
성이 멸망한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 한 후 경건하게 믿는 사람들의 이 

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종교에 따라 행하니 
하나님께서 그둘로 하여금 천국의 집에서 안전하게 보호함을 이야기 
한 후 인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마지막으로 본 장은 끝맺고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징표들을 분류하여 제시하면서 그 안의 예증 
들을 밝혔으며 하나님의 존재와 위대함에 대한 증거를 확립하고 있어 
푸실라트(분류)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한편 본 장을 "하임”장이라고도 하는데 이때는 다른 “하임”과 구별 
하기 위해 “싸즈다”를 첨가시켜 “하임 싸즈다”라 불리우고 있으며 또 
한 제32장의 “싸즈다”와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하임”이 첨가된 것 
이라고도 이해될 수 있으며，중복된 것을 피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f푸 

실라토」장이라 불리워지고 있다고 알리 유스프는 해설하고 있다 
(Abdullah Y. Ali, op. cit, p.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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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로 

...... :니느교'::—고스는느:三 

◦요立多 |(七나) 

2. 이 꾸란은 자비로우시고 자애 
로우신 분이1》계시한 것으로2> 

3. 말씀이 세분화되어” 아랍어로 
계시한 성서이거늘 이는 이해하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 

4. 복음과 경고를 전하고n 있노 
라 그러나 그들 대다수는 외면하 
고 듣지 아니하며 

5. 말하길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어 그대가 초대하는 것이1》우리 
에게 이르지 못하며 우리의 귀가 
막혀 이해하지 못하니 우리와 그 
대 사이에는 장벽이 있도다 그러므 
로 그대는 그대의 일을 하라 우리 
는 우리의 일을 하리라 말하더라 

6. 일러가로되 나도 너희와 똑같 
은 인간이라1> 단지 하나님은 홀로 

急..‘■ 

©(多浴^終^，微起勝 

次轉홧셌抄해⑶그改聯忘 

1세외 히 _ 

1- 1) 제2장 1절에서 언급했듯이 꾸란의 기적 또는 신비의 뜻으로 풀이된다(꾸르뚜비 해설 
341/15). 

2- 1) 하나님의 99개 속성중 2가지 속성을 가르킨다. 

2) 꾸란 

3- 1) 현세와 내세의 복지를 위한 모든 것이 담겨진 성서로 목적과 규범이 이야기를 통하여 그리 
고 충고와 경고 또는 교훈을 통하여 규범과 예로써 모든 것이 제시되고 있다. 

4- 1) 믿음으로 선을 실천하는 “무으민”에게는 천국의 소식을 전하고，불신자(카피르)에게는 지옥 
의 벌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5- 1) 선지자 무함마드가 믿음으로 초대했을 때 불신자들이 대답하기를，“우리의 마음은 닫혀져 있 
어 그대가 인도하는 유일신의 믿음이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도다”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 
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5권 op. cit, p.5》. 

6- 1) 선지자 및 예언자는 천사도 아니요 신은 더욱 더 아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인 무함마드와 백 
성들 사이에는 아무런 장벽이 있을 수도 없으며 있어서도 아니된다. 그러나 그는 인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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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신다는 계시가 내게 있었을 뿐 
이라 그러므로 그분께로 향하는 

J 올바른 길을 따르고 용서를 구하 
! 라 불신자들에게는 재앙이 있으리 
i； 라 

© ■沒?빠 M染明 

7. 그들은 이슬람세를 내지 아니 
한 자들로u 내세를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이라 

8.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그들에게는 영원한 보상이 있노라 

쐈및셌여«接的고4必 

9. 일러가로되 이틀만에 대지를 
: 창조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부정하 

며 그분과 더불어 다른 것을 숭배 
한단 말이뇨 그분은 만유의 주님 
이시라 

必교必챗&與成賊최쏘 
起聲名觸와성향 

10. 하나님은 대지위에 견고한 
1 산들을 두시되 그 위로 높이 두시 
1 고 그 안에 축복을 두시었으며n 
구하는 자들을 위하여 나흘간의 
양식을 주었노라 

想)起;想/接가fe述塔※ 
©싫솨 뉴성방대後沒여 

11. 그런 후 그분은 스스로 수증 
기로1> 가득한 하늘로 오르시며 하 
늘과 대지에게 말씀이 있었으니 
좋든 싫든간에 너희가 함께 오라 
하니 그것들이 답하여 우리는 다 
함께 순종하나이다 하더라 

©옳多端醜松에巧域 

! 진리를 전하여 소망을 갖게 하는 메세지의 전달자로써 선택받았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그렇다 
면 인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관용과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이다. 

! 7-1) 6절에 계속되는 절로써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업을 위 
해 이슬람세를 내지 아니한 불신자들에게는 재앙이 있으리라”는 뜻이다. 

5 10-D 물과 곡식과 과일과 가축 등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S 11-D “두칸”은 연기란 언어적 뜻이나 이브누 카씨르는 대지를 창조할 때 그곳에서 위로 올라간 
수증기로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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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나님은 이틀만에 일곱개의 
I 하늘을 완성하신 후 각 하늘에 임 
1 무를 부여하사 지상에 가까운 하 
1 늘을1》빛으로2》장식하고 그리고 
I 보호되도록 하였나니3》그러함이 
I 권능과 아심으로 충만하신 그분의 

창조이시라 

敬兵^앗^y我 接 
쌌!했빼>*爲與«與以⑶ j 

必 

13. 그래도1ᅮ 그들이 외면한다면 
1 일러가로되 아드와 사무드에 있었 
I 던 벌과 갈은 징벌을 너희에게 경 
| 고하노라 

薄서양나;沒과때技述 
© 

3 14. 선지자들이 그들을 전후하여 
1 그들에게 이르러 하나님만을 경배 
! 하라 하였을 때 그들은 말하길 주 
I 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다면” 그분 

은 천사들을 보내셨으리라 그러므 
로 우리는 그대를 믿지 않도다 라 
고 하더라 

(今“* 士; 乂、。난:i뇨其셨“i 

次必내녜 : 

15. 아드 백성은 지상에서 진리 
에 대항하여 거만을 피우며 우리 

1 보다 강한자 누구이뇨 라고 하였 
더라 그들을 창조한 하나님이 그 

i 들보다 강함을 그들은 알지 못하 
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단 말 

! 이뇨 

旧 劉 d) 쐈고'紙방 j 
成쇼빠的1技년0샀顧見紀 G 

16. 그리하여 하나님은 궂은날^ 

j 그들에게 추운 폭풍을의 보내어 그 
고넷낚4淨 &P'士;多松炎 

i 12-1)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첫번째의 하늘 
1 2) 대지 위를 비추어 주는 별빛을 비롯 빛을 비추어 주는 모든 항체 
1 3) 사탄이 천국의 회담 소식을 듣자 못하도록 하였다. 1 

| 13-1)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그들이 믿음을 거역한다면 

I 14-1) “하나님 한분만을 경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그대 무함마드를 보내지 아니하고 천 
j 사들을 보냈을 텐데…”라고 불신자들은 메세지를 거역하고 있다. 

1 16-1) 아드 백성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와 그들의 죄악 그리고 죄지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 
! 기 위해 "후드” 선지자가 그들에 게 보내어 진 이 야기로 제歎장 123-140절，제7장 我-花절에 
! 서 잘 나타나고 있다. i 

2) 리흐 싸르싸르 : “리흐”는 바람，“싸르싸르”는 극도로 추운상태 그리고 부는 바람소리만 들 1 
어도 추위를 느낄 정도의 바람을 동반한 추위를 의미한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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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로 하여금 현세의 벌을 맛보게 
! 했노라 그러나 내세의 벌은 더욱 
| 수치스러운 것이 되며 그들은 아 
1 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노라 

숀남私하신述•，씼나與디고 
©述起3 

! 17. 하나님께서 사무드 백성에게 
s 도1> 옳은 길을 제시하였지만 그들 
I 은 옳은길 보다는 소경의 길을@ 

택하였으며 그들이 얻은 것으로 
인하여3ᅮ 치욕스러운 벌이 그들위 
에 있었노라 

必於⑨빼與染賊 

18.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정 
| 의를 행하는 이들은 구제하였노라 

© 必》업면 S5ᄂ、(조회？ 

; 19. 하나님의 적들이 불지옥으로 
S 모여 줄지어 행진할 그날을 상기 
1 하라 

® ᄋ>3젖고4번1次다》※호; 

20. 그들이 불지옥에 이르는 동 
1 안에 그들의 귀와 시야와 피부는 

: 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증언 
하노라 

다’;;y그;“이i은쪼r디 3乂卜■ 

©성▲必강“ ； 

21. 그들은 그들의 피부에게 너 
회는 왜 우리에게 반대하여 증언 
하느뇨 라고 말하니 그것들은1〉만 

：1 물에 화술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 
3 리로 하여금 말하도록 한 것이요 
! 최초에 너희를 창조하신 분이 하 
i 나님이시거늘 너희는 그분에게로 

귀의 하리라 

쑈、빼얹貧 \難多우곴 삶鄭； 
■때꽤j 接꽤■ 

©여 ； 

22.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귀와 
1 눈과 피부가 너희에게 반대하여 
증언하지 못하도록 너희 자신을 

의 公^ 대^교，향t; 

物致^성i：；多있效；쌌대攻 

i 17사) 제26장 140-159절 및 제7장 73-79절 참조. 

S 2) 빛대신 암흑을, 행복대신 불행을，믿음대신 불신을 택했다. 

1 3) 예언자살레를거역한죄 1 
1 21-1) 피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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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숨길 수 없노라 오히려 너희는 너 
회가 저질렀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1 알지 못하리라 생각했을 뿐이라 

©쇼故與;聲，깃逆5 

23. 너희 주님에 대한 잘못 생각 
이1> 너희를 멸망케 하여 너희가 

1 손실중에 있게 되었노라 

_久와典그;^ 여해效았與 

24. 그들이 인내한다 하여도1〉불 
1 지옥은 그들의 주거지로 결정되었 

노라 그들이 은혜를 구하나 그때 
i 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중에 

있게 되노라 

公여^! 此쌌c；究^別^ 생 

25.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가까 
:: 운 동반자들을1> 두니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것과 그들 뒤에 있는 
것들을 그럴듯 보이게 하더라 그 
것으로 인하여 이전의 영마의의 사• 

라진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말씀이 
그들에게도 내려진 것이라 그들은 

j 손실자 중에 있게 되었노라^ 

다必쇼1 必때接5;松※故與 
^3i-o5 今과),(3;었1;士 多技* 

® (^Js. 接笑U상; ⑭1 (》;占? 

26. 불신자들은 말하니라 이 꾸 
란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시끄럽 

| 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승리하 
S 리라1》 

©6，多的 

| 23-1)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하나님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1 24-1) 그들이 불지옥의 벌을 참아 피하려 하나 그때는 이미 늦어 피할 수 없어 불지옥이 그들을 
f 위한 주거지가 된다는 뜻이다. 

! 25-1) “꾸르나아”는 “까리느”의 복수로 친구，동료 배우자 등의 뜻이나 본문에서 의도하는 것은 
? 그릇된 길 또는 유혹의 길로 유인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2) 사악한 모든 유령 또는 악마 그리고 그것들을 추종하는 모든 인간(제6장 100절 참조). 

1 3) 반드시 벌이 있다는 것. 

S 26-1) 하나님께서 아드와 사무드 그리고 그밖의 백성들의 불신에 관하여 언급을 하고 메카 꾸라 
! 이쉬 불신자들에 관하여 이야기 했을 때 그들은 꾸란을 거역하였다. 즉 불신자들은 서로가 
1 서로에게 꾸란을 낭송하는 무함마드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라 오히려 무함마드가 꾸란을 낭 
i 송할때 크게 소리내어 소음을 피워 다른 사람들이 꾸란을 듣지 못하도록 한다면 우리의 종 
1 교가 승리할 것이라 말하였다. 

^ 무함마드가 꾸란을 읽을 때면 “아부 자홀”은 그가 읽는 것을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하도록 무 
함마드 앞에서 고성방가 하였다고 “이브누 압바쓰”는 전하고 있다(꾸르뚜비 3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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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하나님은 불신자로 하여금 
가혹한 벌을 맛보게 할 것이며 그 

3 들이 행한 모든 사악함에 대하여 
J 그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 

고혹^1匕公호소된사ᄑ 

28. 그것이 하나님의 적에 대한 
벌이니 그것은 곧 불지옥이라 그 
곳이 그들에게는 영원한 거주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들을 
위한 보상이라 

이^■必，피接욕 
® 6;고‘fe시^ ‘ 

幻. 믿음을 불신한 자들이 말하 
리라 주님이여 저희를 유혹했던 
영마와 사람들을 보여 주소서 우 
리는 그들을 우리의 발로써 짓밟 
아 그들이 가장 수치스러운 자 되 
게 하고자 하나이다 

一。此되一뺐致 1文화해減 
©빼。⑶切成쇼四今。抄도 

30.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하나 
1 님이시라고 말하며 옳은 길에 있 

는 자들을” 위해서는 천사들이 그 
들에게 강림하여 두려워 하지도 
슬퍼하지도 말라 너희에게 약속된 

j 천국의 복음이 있노라 

法少改必物향與쇼과 a 
빼與版낮■、玉 ■ 

必 6於겆 

31. 우리는 현세와 내세에서 너 
회의 보호자들이라 너희는 그 안 
에서 너희 영혼이 원하는 모든 것 

! 과 너회가 구하는 모든 것을 갖게 
I 되니 

빼故思沒歎 

32. 이것이 관용과 자비로 충만 
\ 하신 분1ᅩ의 관대한 선물이라 

©在^棟 

33. 하나님께 구하고 의로운 것 
을 행하며 나는 이슬람에 순종하 
는자 가운데 있나이다 라고 말하 

。延했U 公^ 
必 必P，례 

j 30-1) 믿음을 갖고 선을 실천하는 의로운 자. 

J 32-1) 하나님의 속성 99개 중의 2가지 속성이다. 



제41 장 푸실라트 : 34-38 907 

' 는 자 만큼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이뇨 

34. 선과 악이 같을 수 없노라 
S 그러므로 더 좋은 것으로1} 악을 
1 퇴치하라 그렇게 할 때 그대의 적 
1 도 가까운 친구외처럼 되노라 

0 其^銳강고 

35. 인내하여 스스로 자제하는 
자 외에는 어느 누구라도 그러한 

J 훌륭함이 부여되지 아니하며 큰 
은혜를 가진자 외에는 어느 누구 
도 그것을 받을 수 없노라 

@와3■成녀최뼈 

36. 사탄이 간섭하여 그대를 교 
란하려 한다면 하나님께 보호를 

? 구하라 그분은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라 

t受安^、々患 ‘»있與의。S英5々己 
©，여 

37. 하나님의 예증 가운데 밤과 
낮이 있고 태양과 달이 있노라 그 

! 러므로 태양과 달을 승배하지 말 
라 진실로 너희가 하나님을 경배 

i 한다면 그것들을 창조한 그분만을 
i 경배하라 

U與◎■드J혹雜었렘必 

38. 그러나 그들이1ᅮ 오만해한다 
하여도 그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J 들은와 밤과 낮으로 그분 하나님을 
찬미함에 피곤해 하지 않노라적 

교와최典그^ 被述終내 
인Qᅳj| 

©최炎^ 

I 
33-1)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말과 행동과 품행과 그의 의로움으로 실 

1 천에 옮기어 이슬람을 그의 신앙으로 하는 것을 “가장 아름다운 말” 또 “가장 좋은 말”이라 
I 고 “무함마드 알리 싸부니”교수는 풀이하고 있다. 

한편 “이브누 까씨로”는 선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올，“잠카샤리”는 다음 3가지，즉 첫째 이 
슬람을 믿는 신앙인(무으민》오로써，둘째 선을 실천하는，셋째는 믿음과 선의 실천으로 백 

} 성들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5권 op. cit, p.12). 

34-1) 화가 날때 인내로써，무지는 지식으로써 막는 것 등을 의미한다. 44이브느 압바쓰”는 “ 무지 
I 하게 대하는 무지는 그대의 지혜로 퇴치하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꾸르뚜비 361/15). 
1 2) 왈리 윤 하임 : 상대방의 일에 관심을 갖는 가까운 친구라는 뜻. 

1 38-1) 불신자들 
1 2) 천사들 

3)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거역한다 하여도 인간의 그 오만함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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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하나님의 예증 가운데는 이 
러한 것이 있나니 그대는 불모의 

: 대지를 보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J 그곳에 비를 내리니 생명이 움트 
E 고 수확이 증가하도다 실로 그것 
S 을 생동케 하시는 그분이 죽은 자 

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니 실 
로 그분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 

1 심이라 

故離敬必%)경賊在 
■r故，與■샜빠 

40. 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 
하는 자들은 그분 앞에서 숨겨질 
수 없노라 부활의 날 불지옥으로 
던져지는 자와 안전하게 오는 자 

| 중 어느 쪽이 더 나으뇨 너희가 
하고 싶은대로 하라 실로 그분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 

1 심이라 

與巧휀W 齡起래次減 
화⑪ Uj料향;j銳敢;誤락 

41. 메세지가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것을 거역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 없노라 실로 그 

； 것은 권능의 성서라 

松셨衣四i與必强^1 

42. 어떤 허위도 뒤에서나 또는 
앞에서1》그것에 접근할 수 없나니 
그것은 지혜로 충만하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실 그분에 의해 
계시된 것이라 

c깃起多넣니)凶; 선义系&스띠起與낫 

43. 그대 이전 선지자들에게 있 
었던 것들이 그대에게도 있었노라” 
실로 그대 주님은 관용의 주님이 
요 또한 가혹한 벌을 내리시는 분 

이라 

원£호!꾀고와) 고^5 C첬1교(少쯧C 

! 못한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의 손실을 크게 할 뿐이다. 천사들과 믿음으로 의로움을 실천하 
는 신앙인들에 의해 하나님은 밤과 낮으로 언제나 찬미를 받고 있다. 

J 42-1)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방향으로 부터 보호되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앞에서와 뒤에 
서 공공연히 또는 비밀리에 또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꾸란의 진리를 그릇되게 할 수 

J 없다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43-1) 불신자들이 그대 무함마드 이전의 모든 예언자 및 선지자들을 거역했던 것처럼 무함마드를 
거역하였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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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하나님이 꾸란을 아랍어 아 
닌 다른 언어로 계시했다면 불신 
자들은 말했으리라 이 계시는 왜 
분명하지 않느뇨 선지자는 아랍인 
인데 성서는 아랍어가 아니지 않 
느뇨 일러가로되 그것은 믿는 사 
람들을 위한 길이요 치료라 그러 
나 믿지 아니한 자들은 귀머거리 
요 소경이니 먼곳에서 부르는 것 
을 듣는 자 같느니라1》 

45. 실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 
서를 주었을 때에 그것에 관하여 
이론이 있었노라1〉그대 주님께서 
유예하지 아니 했다면 그들에게 
말씀이21 있었으리라 실로 이들도 
그것에 관하여3》의심하고 불안해 
하고 있노라 

46. 선을 행하는 자 그의 영혼을 
위해서요 악을 행하는자 그의 영 
혼을 위해 역행하는 것이니 그대 
주님은 종들에게 조금도 불공평하 
지 않으시니라n 

47. 그때를” 아는 분은 하나님뿐 
이라 또한 열매가 껍질을 벗고 나 

낼의^) 

“혔서천(☆보久3多’; 

@ 必切於占쇼端왕1 

父效!i; 從起炎 예在峰I述 

藏端，知 화 
© ☆과녀와 

W 令典노,，“_必起數 

44- 1) 꾸란을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은 멀리서 부르는 것을 듣는 것처럼 그 꾸란이 인도한 것을 듣 
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45- 1) 모세에게 구약(타우라트)이 계시되었을 때 모세의 백성들이 거역하고 이론을 제기하며 부 
정하려 하였듯이 그대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꾸란에 대해 백성들이 이론을 제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슬퍼하지 말라는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위로(타슬리아)의 계시라고 “꾸르뚜 
비”는 풀이하고 있다(알꾸르뚜비 370/15). 

2)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날까지 심판을 유예하지 아니 했다면 그들은 이미 현세에서 멸망하였 
으리라. 

3) 모세의 백성들이 구약에 관하여 의심했던 불신자들도 꾸란에 관하여 의심을 하고 있다. 

46- 1) 모든 인간은 그가 행한 것이 옳거나 그릇된 것을 막론하고 그의 개인적 행위에 대해서는 전 
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47- 1) 심판의 날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날로 본 절은 46절에 있는 “선을 행하는자 그의 
영혼을 위해서요 악을 행하는자 그의 영혼을 위해 역행하는 것이니…”라는 절이 계시되매 
"언제 그날이 오느뇨?”라는 질문에 “그날은 하나님외에 아무도 모르는 날”이라 계시가 된 
것으로 “무함마드 알리 싸부니”교수는 풀이하고 있다. “유스프 알리”는 모세의 백성이 멸망 
하게 된 것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역에 관한 의심이 하나의 이유였다고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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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것과 여성이 임신을 하는 것 
I 과 출산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 

심이라 그날 그들을 불러 하나님 
에 비유했던 것들이 어디에 있느 
뇨 라고 질문하시리니 이때 그들 
은 저희 가운데 한 사람의 증인도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리라 

)分다‘뼈免해^⑭다“a 

48.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들은 
그들을 방황케한 후 떠나버리고 

! 그들은 도피할 길이 없음을 인식 
5 하리라 

cl■齡與在必必與빠終 

49. 인간이 선을 구할 때는 지치 
지 아니하나 사악함이 그를 스칠 
때면 소망을 단념하고 절망에 빠 
지 노라” 

낫接_ 此在旧效理il 

50. 인간에게 재앙이 있은 후 하 
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 
를 맛보게 하니 이것은 나의 능력 
때문이요 심판의 시간이 오리라 

유 생각지 아니하며 내가 내 주님께 
이른다면 나는 그분에게 좋은 것 
을 가질 수 있다 라고 그는 말할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불신자들 
에게 그들이 행하였던 것을 알려 
줄 것이며 또한 그분은 그들에게 

| 가혹한 벌을 주리라 

호，; 心必고次폐 

此의 ⑯、哀 해必微a! 고 

향수反幻요고바그 
©接맞니:^^冬取^ 

51.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면 이에 등을 돌리며1> 거 
만해 하고 재앙이 그를 스칠때는 

1 계속하여 구원하더라 

松敗넜했少版1 犯 

49-1)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을 추구하고 기원함에는 피곤해 하지 아니한다. 즉 재산을 추 
! 구하고 건강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에는 지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가난이나 또는 병 
1 환에 직면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실망과 절망을 하기 쉽다. ^ 

51-1) 주님이 베푼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 자만하고 거만 
! 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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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經옆心强我接織;擊려; 織 ■■强 

52. 일러가로되 이것이1》하나님 
으로부터의 계시라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거역할 때 너희는 어떻게 
됨을 알지 않느뇨 멀리서 의심 속 
에 있는 자보다 더 방황하고 있는 
자 누구이뇨 

53.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분의 
예증을 대지 안에서 그리고 그들 
의 영혼 속에서 보여 주리니 이것 
이 진리임을 그들이 알때까지라 
주님이 모든 것에 대한 증인이라 
는 것으로 충만하지 않느뇨 

54. 지금도 그들은 주님과의 만 
남을 의심하고 있나니 그들은 하 
나님께서 모든 것을 에워싸고 있 
음을 알지 못하느뇨 

6—노;九系多 싸5“‘노횟必以면 
®、以a起a와 6고 

© 부聲，홰짯病刻谷湖 

■빼; 與빠펴 sr 

52-1) 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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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장 슈 라 

메카에서 계시된 53장으로 다른 메카 계시와 같이 이슬람의 기본 

원리인 유일신 사상，메세지，부활 및 보상을 제시하면서 계시와 메세 

지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장은 계시와 메세지의 시원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그것은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한 것에서 비롯 

된 것이라 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선지자와 예언자들 
을 선택하여 메세지를 인류에게 전하여 불신과 방황의 암혹으로부터 

복음과 믿음의 빛으로 인간을 구원하려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시한 후，일부 불신자들의 상태를 묘사하다가 다시 계시와 메세지 

의 이야기로 돌아가 종교는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의 종교만을 보내셨다. 이 종교가 바로 노아와 모세 그리고 예수 

그밖의 다른 나머지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이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꾸란을 부정하는 자들，부활과 보상을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 무서운 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한 후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고 율법에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그때는 어 

떤 재물도 또는 친척도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언급한 후 계시와 꾸란 

에 관한 것을 마지막으로 본 장을 끝내고 있다. 

이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상호 협의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모든 믿는 이들로 하여금 가장 완전하고 모범이 되는 상호 

협의(Shura)에 따라 사생활과 공동생활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그들의 일은 상호협의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 

나니 그래서 본 장이 “슈라”(상호협의)장이라 불리우게 된 이유로 설 

명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5권 op. cit, p.21). 

^醜，雜^^■被^隱^^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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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2. 아인 씬 카프 

3. 이렇게 하여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은 그대에게 계시 
했나니 그것은 그대 이전에 계시 
했던 것과 같노라 

必 ^5그 

此雜&述서드훼냈a好 
® 煙!起31 

4-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 
이 하나님의 것이거늘 그분은 높 
이 계심과 위대하심으로 충만하시 
니라 

© 起과 炎接»9처的 

5. 하늘이 위로부터 벌어지고 천 
사들이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지상의 모든 인간을 위해 관용을1》 
구하니 보라 실로 하나님은 관용 
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必必炎！，移?!往銳^峰와a 紫 

與I;納雜f接動以최;强 

6.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을 보호자로 숭배한 자들은 하나 
님께서 그들을 감시하나니 그대는 
그들의 책임자가 아니라1》 

7. 이렇듯u 하나님은 그대에게 
아랍어로 꾸란을 계시하나니 이로 
하여 그대가 어머니 도시의2〉주민 

G保폐P혹一 起)렌ii황占^;3妄닌양、 
, ©0效;於 

々此與탄성쎈⑶雄§ 

銳 a 多少起‘상必餘疏敬※i 

1-1) 하멈으로 시작하는 7개의 장(쑤라)중에서 3번째 시작되는 절이다(제2장 1절 참조). 

5- 1) 지상의 믿는 신앙인들을 위한 관용. 

6- 1) 예언자나 선지자가 그렇듯 무함마드도 선지자로서，또는 복음의 전달자 그리고 경고자로써 
의 임무 갈은 것 외에는 불신자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7- 1) 그대 무함마드 이전 선지자들에게 계시했듯， 
2) “움무 알꾸라” : “움무”는 어머니，“알꾸라”는 그 도읍 또는 마을들이란 뜻으로 메카를 가르 
킨다. 이 메카를 도시 또는 도읍이라 불리우게 된 것은 그 안에 아브라함의 발자취가 있고 



들과 그 주변의 모든 백성들에게3》 
경고하고 일부는 천국에 있게 될 
것이요 일부는 타오르는 불지옥에 
있게 될 의심할 바 없는 그날을 
경고하라 

8.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그분 
은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1> 두셨 
으리라 그러나 그분은 그분이 원 
하는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나니 
사악한 자들은 보호자도 그리고 
구원자도 없노라 

9. 그럼에도 그들은 다른 것을 
보호자로 숭배한단 말이뇨1》그러 
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며 죽은자 
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도 그 
분이시니 그분은 모든 일에 전지 
전능하심이라 

10. 너희가* 어떤 일에 의견을 달 
리하더라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 
니라n 이분이 바로 나의 주님 하 
나님이시라 나는 그분께 의탁하여 
그분께로 돌아가리라 

11.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이며 너희를 위해 자웅을 두사 가 
축에도 자웅을 두었노라 이로 하 
여 너희를 번식케 하니 그분에 비 

P 公는起후“技>成드^ 
©사染뱐以以뺐於及，始 

典己沙다화;’齡雜少刀述나 
® 했쨘걋少松Pi 

兵고I;마 V안 之도학유난，々:交法강 
①성넜■丈終 

상혼炎^^多左^^^法넷公^ 

또 아랍인들은 모든 것의 근원을 어머니라 부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맘 알 파크르”는 해 
석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5권 op. cit, p.22). 

3) 전세계의 모든 백성들에게 

8- 1) 일신교 믿음에 바탕을 둔 하나의 공동체, 즉 이슬람 공동체 

9- 1)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으로부터 구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악은 없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구원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피조물을 숭배하여 보호 
를 구한다는 것은 이해될 수 없는 행위로 그것들이 그들의 구원에 응답할 수 있으며 심판의 
날 하나님이 내리실 벌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줄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10- 1) “믿는 신앙인들이여! 세상 일과 내세의 일에 관하여 논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의탁하여 결 
정하라. 그분은 그분의 성서와 예언자의 전통에 따라 결정하시는 분이시라”라는 뜻으로 풀 
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5권 op. cit, p.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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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할 것 무 것도 없도다 실로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지켜 
보고 계시니라 

12. 하늘과 대지의 열쇠들이1> 그 
분께 있어 그분이 원하는 자를 위 
해 일용할 양식을 풍성케도 하시 
며 제한도 하시니 실로 그분은 모 
든 것을 아심으로 충만하심이라 

13. 그분은 노아에게 내려진 종 
교를너희를 위해서 확립하였나 
니 그분이 그대에게 계시한 것이 
라 또한 그분은 아브라함과 모세 
와 예수에게도 명령하여 그 종교 
어P 충실하고 그 안에서 분열하지 
말라 하셨노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한 자들을 그대가 그 
것으로3》인도하려 하는 그 길은 
어려운 것이라 하나님 스스로를 
위하여 그분이 원하는 자를 선택 
하시며 그분께로 귀의하는 자를 
인도하시니라 

회抄화旧I;#•:산 

©篇 t과！典以端想 

않김숏넜혀^ 私^多松: 
士; 乂义石J상신巧 US 웬 

匕때必■接均。故i， 

心起양■化 

14. 그들은 지식이1》이른 후에도 
그들간의 이기심과 시기로 분열하 
였노라 그대 주님께서 일정 기간 
까지2> 말씀을3> 유예하지 아니했 
다면 이미 그들 사이를 심판했으 
리라 그들 이후 성서를 물려받은 

必^나必 延病어！(隊5하;J 

6#一在•척※ 必次與少 

찾성細솽노산却起51요必成저冬 

12- 1) 비를 내리게 하고 식물을 자라게 하는 둥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창고의 열쇠 

13- 1) 하나님의 종교는 본질과 근원이 같다. 즉 노아，아브라함，모세, 예수 및 마지막 선지자 무함 
마드에 이르기까지 이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려진 종교는 곧 하나님이 보낸 하나의 종교 
일 뿐이다. ~ 

2) 하나님 만을 홀로 경배하고 그분와 율법에 순종하며 그분의 성서들과 선지자들과 부활과 보 
상을 믿는 이슬람을 가르킨다. ᅭ 

3)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는 것. 

14- 1) 유대인 그리고 기독교인 및 그밖의 백성들은 선지자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분명한 예 
중이 그들에게 이르렀는데도 그들의 이기적 욕심과 시기때문에 분열하고 있다 

2) 심판의 날. 
3)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에게 곧바로 벌을 내리지 아니하고 심판의 날까지 유예한 
것은 죄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제10장 19절 참조). 



자들도 그것에 관하여 의심하고 
있더라 

15. 그러한 이유로1} 그대로 하여 
금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라 함 
이니 그대가 명령받은대로 강직하 
라 그리고 그들의 유혹을 따르지 
말며 일러가로되 나는 하나님께서 
계시한 성서를 믿으며 내가 명령 
받은 대로 너희를 정당하게 맞이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요 
너희 주님이시니 우리에게는 우리 
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너 
희에게는 너회 행위에 대한 책임 
이 있노라 그러므로 우리와 너희 
사이에 논쟁이 필요치 않노라 하 
나님은 우리를 함께 불러 가시니 
우리의 목적지는 그분이시라 

16.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고 한 후 그분에 관한 그들의 논 
챙은1ᅭ 그들 주님앞에서 무익한 것 
으로 그분의 노하심이 있을 것이 
요 무서운 벌이 있을 것이라 

17. 진리와 저울로서1> 성서를 계 
시한 분이 하나님이라 그런데 내 
세가 가까왔음을 무엇이 그대로 
하여금 알게 하리요 

다必■와^^ 
3 셌쇼技 技旧、媒. 
:抄|切와선賊 Q 炎;퍼:;賊起i 

© 公^跡^程 

碑olw必知^與沒與 
©々고★다;多^느u山 

©起/떼典 

15- 1) 유대인 및 기독교인 그리고 그밖의 백성들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종교에 관하여 의심 
하고 논쟁하며 분열한 이유. 그래서 본 절은 지구상에 분열되어 있는 교파들이 하나님의 복 
음 즉 유일신 하나님민을 섬겨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연성을 제시하면서 세속적 또는 정치 
적 동기와 목적으로 편향되어서는 아니되며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만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 있다. 

16- 1) 이슬람에 귀의 하려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유혹했던 일부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 계시된 
절이라 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하고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513). 

17- 1) “미잔”은 저울이란 뜻으로 본 절에서는 공평，균형，공정한 처리 등의 뜻을 암시하고 있다 
(이브누 압바쓰》. 또한 다른 해설가들은 균형을 저울로 표현한 것은 저울이 항상 공정하게 
균형을 이루어주기 때문이라 풀이하고도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5권 op. cit,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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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그것을 믿지 아니한 불신자 
들은 그것을 성급하게 재촉하지만 
믿는 자들은 그것을 두려워 하며 
그것이 진리임을 알고 있노라 실 
로 내세에 관하여 논쟁하는 그들 
은 크게 방황하리라1》 

19.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에게 
자비로우사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노라 실로 그 
분은 강하심과 권능으로 충만하심 
이라 

20. 내세를 위한 경작지를 원하 
는 자 하나님은 그의 경작지를 더 
하여 줄 것이며 현세를 위한 경작 
지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것의 일 
부를 주리라 그러나 내세에서 그 
에게는 무런 몫이 없노라” 

21. 이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불신을 조성한 
사탄의 동반자들이라 최후 심판에 
대한 나의 말씀이1> 없었더라면 이 
미 그들을 심판하였으리라 실로 
죄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준 
비되어 있노라 

22. 그대는 그들이 저지른 것이 
그들에게 닥쳐오리라n 두려워 하 
는 죄인들을 보게 되리라 그러나 

必松與、疏與2分닥 6획 
藏，4화熟대췌?收^ 

©與생必均(的路成쇄湖 

유i 私호며j\신冬고冗 

•해^逆^ 
强與써재 ■技바 

©射4此섰요典藏 

•其다反야^ 必，必 
나오 a 셔냐在;的 

18-1) 불신자들은 심판의 날과 부활을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조롱하고 비웃는다. 그들 
은 또 말하길 “만약 심판의 날 벌이 있다면 지금 그 벌이 있도록 하라”고 한다 그러나 믿는 

신앙인들은 내세를 두려워하고 내세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20- 1) 땅을 일구어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며 보살피는 농부는 계절이 되면 씨앗을 뿌린 만큼 수 
확을 하지만 하나님은 영적 수확을 위해 내세의 경작지를 일구는 믿는 사람에게는 그 수확 
을 더하여 주나 현세의 경작만을 원하는 자는 현세의 수확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내세 

의 수확은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21- 1) 보상과 벌을 심판의 날로 유예하지 아니 했다면 이미 그들 불신자들에게는 현세에서 벌이 
내려졌으리라. 

22- 1) 현세에서 저지른 모든 죄악은 심판의 날 하나님의 무서운 벌이 있다는 당연성 

:■■，隨바빼해我빠^ ^ > £5額■，^通 J 



ii々좌;보%65我좌 技々농“Jt 
® 文沙公迎必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은 천 
국의 목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모 
든 것을 그들의 주님과 더불어 만 
끽하게 되리니 그것이 하나님의 
크나 큰 은혜이라 

23.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음 중의 
하나라 일러가로되 내가 이것으로1> 
너희에게 보상을 구하지 아니하나 
가까운 천척에 대한 사랑은 제외 
라2> 누구든지 선을 행하는 자 하나 

님은 그에게 그것으로 보상을 더하 
여 줄 것이라 실로 하나님은 관용 
과 선행에 보답하시는 분이시라3ᅭ 

24.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 
말 한다고 그들이2》말하느뇨 하나 
님께서 원하셨다면 그분은 그대의 
마음을 봉하여 버렸으리라3》그리 
고 하나님은 그 거짓을 제거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진리를 입증하셨 
으리라 실로 하나님은 마음의 비 
밀을 아시고 계시노라 

25. 하나님은 그분 종들의 회개 
함을 받아 주사 죄를 용서하여 주 
시며1〉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도 
알고 계심이라 

銘#版與路桃 

我^ 細해!^^ 

多廣物몇，:必쓰쑈歎 
빼與※ 

®—;3i내향 接고冬 

식양내以秘⑷V，巡如(炎 
©성2혀次S 

23~1) 복음인 메세지를 전하는 대가 
2) 친척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내가 내 주님의 메세지를 전할때까지 나를 방해하지 말라. “이브 
누 카씨르”도 같은 내용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 선교와 충고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너희에 
게 재물올 요구하지 않도다. 다만 내가 주님의 메세지를 전할때까지 나를 방해하지 말라 요 
구할 뿐이라(무함마드 알리 아랏부니，제15권 op* cit, p.28). 라지는 친척을 파티마, 알리, 하 
산과 후세인으로 풀이하고 있다. 

3) 잘못을 용서함에 너그러우시고 자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뜻으로 
많은 잘못이 있더라도 용서하고 작은 선행이나 크게 보상하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24-1) 무함마드 
2) 메카 꾸라이쉬 족의 불신자들 
3) 만일 무함마드가 불신자들이 주장한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하였다면 그대 마음올 봉하 
여 이 꾸란을 망각하도록 했을 것이라. 그러나 그대 무함마드는 거짓하지 아니했으므로 그 
대를 도와 승리하도록 하였도다. 

25-1) 어떠한 죄라도 늦기전에 진실로 회개할 때 이 회개와 참회는 수락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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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행하는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사 
그들에게 그분의 은혜를 더하여 
주사 불신자들에게는 무서운 벌이 
있을 뿐이라 

27.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크게 넘치게 
한다면» 그들은 지상에서 죄악을 

나으리라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뜻에 따라 적절한 양을 부여하시 
니 실로 그분은 그분의 종들을 관 
찰하며 지켜보고 계심이라 

28. 사람들이 절망속에 있을 때 
비를 내리게 하여 은혜를 베푸시 
는 분도 그분이시라 그리고 그분 
은 보호자이자 홀로 찬양 받을 분 
이시라 

29. 하나님의 예증으로 하늘과 
대지와 그 사이에 산재한 모든 생 
물들이 있노라 그리하여 그분이 
원하실때 그것들 모두를 집결시키 
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노라 

30. 너희에게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너희 손들이 얻은 것 때문이 
라1》그러나 그분은 아직 그들 대 
다수를 용서하고 계시니라 

31. 너희는 지상에서 회피할 수 
도 없으며 하나님 외에는 보호자 
도 그리고 구원자도 없노라 

以公分빼I此抄錄成與 
® 고々☆우갗드쇼好요밖¥ 

發했ic湖. 抄요收少 

化기與U 必知씐3 낸系的賊 
® 짐 

I;교J。系캣;9i덱多—강々; 

峰成산후與次必次고 

W知少，々與次邊;난技分必^ 

27-1) 지나치게 재물이 많을 때 그것은 항상 사탄의 유혹에 휩쓸려 가기 쉽다. “이브느 카씨르”는 
“필요 이상의 것을 부여한다면 그들은 그것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죄악을 낳으리라” 또 “까 
타다”는 “가장 좋은 일용할 양식은 향락하지 아니하게 하고 낭비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이 
라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5권 op. cit, p.29). 

30-1) 모든 종류의 사악함이나 슬픔，고통과 괴로움은 스스로 발생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 
따금 일어나는 재앙이나 불행은 그 인간의 행위에 대한 결과로써 나타나는 인과응보의 관 
계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것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그것을 타인에게 전가 시켜서 

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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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산같은 큰 배들이 바다를 순 
항하는 것도 그분의 예증 가운데 
하나라1> 

33. 그분의 뜻이 있을 때 그분은 
바람을 멈추게하여 배들이 바다 
위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실로 이 안에는 인내하고 감사하 
는1> 모든 인간을 위한 예증들이 
있노라 

34. 그분은 그들이 저지른 사악 
함으로 그들을 멸망케 하실수 있 
으나 많은 것을 용서하시니라 

35. 그러나 하나님의 예증들에 
관하여 논쟁하는 자 그들에게는 
피할 길이 없음을 알게 하리라 

36. 여기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현세의 삶을 위한 순간의 양 
식에 불과하나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은 더 좋으며 영원한 것으로 이 
는 믿음으로1> 주님께 의탁하는 이 
들을 위한 것이라 

37. 이들은 큰 죄악들을1ᅭ 피하고 
부끄러운 행위들을 피하며2> 화가 
날때도 용서하는 자들이라3> 

^5 겄하\고)^父!/시其4 々노兵망연나 
©최。빼 

©。在。성년域私如炎하성 

知到:？，잃수味聲^ 域版 
©소突윤년좌必쇼必 J에쌌 

꽤;셌쐈최쇼與 
® 6上⑷;左1;“‘ 

32- 1) “알자와르” : 달리는 배들，“알아을람” : 큰 산 또는 높은 궁전이라는 뜻. 

33- 1) “역경이 있을 때 보다 많이 인내하고 은혜를 받음에 크게 감사하는 인간”이라고 "싸위”는 
풀이하고 있다(하쉬야 싸위 39/4乂 

36-1)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믿고 일순간의 향락올 버리고 인내하는 것. 

37-1)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쉬르크》，살인(까틀)，부모에 대한 불효(우꾸끄 왈리 다이니) 

2) 부끄러운 행위란 간음이라 “이부느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 

3) 훌륭한 인품이란 화가 날때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나 그러나 그 자비는 수치가 되어 
서는 아니되고 위선적인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조건이다. 하나님의 성역을 침범한 것 
에는 자비를 베풀어야 할 의무가 아니며 오히려 그때는 화를 내야 한다. 이에 관하여 “샤피” 
는 “화를 내야 할 곳에 화를 내지않는 것은 당나귀”라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한 시인은 “자 
비를 베풀지 않을 곳에 자비를 베푸는 청년은 바보”라고 말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 

니，제15권 op. cit, p.32). 

mmmmmm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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乂보우少;!^1 나히^^身^ 必^ 
© 드^®li。;깃푠J 

®6;J起必第| 分，切巧必化 

38. 이들은 주님의 부름에 의하 
여 예배를 드리고 일을 처리함에 
상호 협의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푼 일용할 양식으로 자선을 베 
푸는 자들이라 

39. 이들은 그들에게 박해가 있 
어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자들이라D 

40. 사악함에 대한 보상은 그에 
상응하는 벌이 있으되 그러나 관 
용을 베풀어 개선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노라 실 
로 그분은 죄인들을 사랑하지 아 
니 하시니라 

41. 그러나 부당함을 당한 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함은 비난을 받을 이유가 있지 않 
노라 

42. 실로 비난을 받을 자는 지상 
에서 백성들을 박해하고 의롭지 
못하게 죄를 지은 자들이니 그들 
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있을 뿐 
이라 

43. 그러나 인내하고 관용을 베 
푸는 것 실로 그것들이 인내요 굳 
은 결심중의 하나라 

과I다빠혹 延:I技; 

© ⑯I생均찌 J와典 

存此되^ 

© 핫▼신心성여il 棟1其,。샜I 

39-1) 36, 37, 38절 및 39절에서는 다음 9가지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①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믿음 
② 매사에 있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③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행위，즉 간음을 피할 것 
④ 관용과 자비를 베풀 것 
⑤ 하나님의 부름과 예증에 항상 귀를 기울일 것 
⑥ 항상 예배하고 기도할 것 
⑦ 어떤 일이든 상호협의하여 처리할 것 
⑧ 자선을 베풀 것 
⑨ 불의를 발견할때 이를 저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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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하나님께서 방황케 한 자 그 
에게는 보호자가 없나니 벌을 받 
는 그들이 다시 돌아갈 길이1》없 
나이까 라고 말하는 죄인들을 그 
대는 보리라 

‘최쟁々직心 效나。뜨遠《1—; 
@ ※我자必권보디도銳변 

45. 그대는 초라한 모습으로 지 
옥에 이르며 두려움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흘려보는 그들을 보리라 
그리고 믿는 자들이 손실자들은 
부활의 날 자기 자신과 그들의 추 
종자들을 상실한 자들이라 말하는 
것을 보리라 실로 죄인들은 영원 
한 벌속에 있게 되노라 

46. 그들은 하나님 외에 그들을 
도울 보호자를 갖지 못하리니 하 
나님께서 방황케 한 자■ 그에게는 
길이 없노라 

47. 되돌아 갈 수 없는 어느 날이1》 
임하기 전에 너희 주님의 부름에2> 
응하라 그날 너희에게는 피할 곳 
도 없을 것이며 너희 죄악을 부인 
할 여지도3ᅭ 없노라 

노흙必，^“勝과: 許兵 
始.以物獻部與 與과 

•■여松來數 

©※心 

必取^物 

48. 불신자들이 거역한다 하더라 
도 그대를 그들의 감시자로 보내 
지 아니 했나니 그대의 임무는 메 
세지를 전하는 것이라1》실로 하나 

敗神化;松최이 

44- 1) 현세로 돌아가는 길. 그들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다시 현세로 돌려보내 달라 
요구하나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꾸르뚜비”는 풀이하고 있다<꾸르뚜비 해설 46/16). 

45- 1) “따르프 카피n : 두려움으로 쳐다보는 것 그리고 살해하기 위해 칼을 앞으로 내려치는 것을 
볼 때 놀라움으로 쳐다보는 것 둥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까타다”와 “싸디”는 가장 큰 두려 
움으로 흘겨보는 것이라 풀이하고 있다<알카비르 해설 17있27). 

47- 1) 심판의 날. 

2) 만음■과 ‘순종‘. 

3) 심4의 5에는 어느 누구도 그가 저지른 죄악의 결과에 대하여 회피할 수 없다. 또한 부인 
할 수도 없으며 타인에게 전가할 수도 없다. 

48- 1)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로하는 절로써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하여도 그대 무 
함마드의 임무는 그들을 감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선택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메세지를 전하는 임무일 뿐이라 위로하고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52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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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繼 

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인간으로 
하여금 맛보게 할 때 그는 그것으 
로 기뻐하나 그들의 손들이 얻은 
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재앙이 
있을 때면 보라 실로 인간은 불신 
하노라 

49. 하늘과 대지의 주권은 하나 
님 안에 있어 그분께서 뜻을 두시 
고 계획한 것을 창조 하시며 그분 
의 뜻과 계획에 따라 남아와 여아 
를 주시니라 

私대必强必 心法다 

50. 그분은 남성과 여성을 다같 
이 두시고 또한 그분의 뜻과 계획 
에 따라 불임으로 두시니 실로 그 
분은 아심과 능력으로 충만하시니 
라1) 

51.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낸 것 
은 인간을 통해서가1ᅭ 아니라 계시 
를 통해서 또는 가리개 뒤에서2》 
사•자를3> 통하여 계시되었으며 이 
는 그분께서 뜻을 두고 허락하신 
것이라 실로 그분은 높이 계시며 
지혜로운 분이시라 

52.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그분 
의 명령으로 그대에게 계시하나니 
그대는 이전에 성서가 무엇이며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노라1〉 

% 편^ 

vfea切^g앴物-延%微 
® 樂^ 珍鳥다起效 

석竹以⑶切在版 뺐延臟雄 
않次述화邊소域必 

50- 1) 하나님은 인간을 4가지 형태로 두었다. 하나는 여아만을 주고, 둘째는 남자 아이만을 주며， 
셋째는 남자아이와 여아를 같이 주며，넷째는 남자 또는 여자에게 홀로 임신할 능력을 주지 
아니하였다(무크타싸르 이부누 카씨르 283/3). 

51- 1》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경로가 3가지로 묘사되고 있다. 첫째 현몽 또는 영감으로써 계시된 
것으로 예언자들의 현몽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있다 : 내가 꿈에서 나를 회생하는 것을 보 
니 

2) 두번째는 “와라아 히잡” 즉 베일 뒤 또는 가리개 뒤에서 말씀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있었던 것과 갈다. 

3) 세번째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예언자들에게 계시를 내렸다. 

52- 1) 빈디나르 왕이 묻기를，“꾸란의 백성들이여 꾸란이 너희 마음에 무엇을 심어 주느뇨?”라고 

하자, “비가 대지의 봄이듯 꾸란은 마음의 봄이라”하였다(꾸르뚜비 55/16), 

雜^^™經■通™^^^^ 



그러나 하나님은 꾸란을 광명으로 
하고 그것으로 그분의 뜻이 있는 
종들을 인도하도록 하였노라 실로 
그대는 인간을 옳은 길로 인도하 
리라 

53. 그 길은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길 
이라 보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느뇨 

射쇼成스此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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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에서 계시된 89절로 이슬람의 기본 원리와 신앙의 원리 즉 유 

일신 사상，메세지，부활과 보상을 다루고 있어 다른 메카 계시들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계시의 근원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무함마드를 통하여 계 

시한 꾸란을 확증하고，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홀로 존재하 
심을 하늘과 대지，산과 바다, 강，하늘에서 내리는 비, 물위를 달리는 

배 그리고 인간의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가축 등을 두어 하나님의 능 

력과 홀로 계심을 입증케 하고 있다. 무지의 시대 또는 암흑시대의 사 

회에서는 우상과 미신으로 여자 아이들을 싫어하였다. 그래서 그 사 

회의 불신자들은 천사들을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 
되게 하매 이러한 그들의 불신을 제거하는 말씀이 계시된 후 아브라 

함의 선교와 아브라함이 우상과 미신을 타파한 최초의 예언자임을 이 

야기 하다가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메세지에 관한 불신자들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그와 더불어 모세와 파라오의 이야기를 다시 언급 

하여 전에 있었던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후 내세의 상태오ᅡ 내세에서의 벌을 언급함으로써 본 장이 끝나고 

있다. 훌륭한 비유의 하나로써 현세는 내세를 위한 스쳐가는 유희로 

써 장식(주크루프)된 것에 지나지 않으나 내세는 영원히 사는 천국으 

로 장식된 스쳐고ᅡ는 현세오ᅡ는 같지 아니 하다는 것을 비유를 들어 설 

명하고 있다. 현세는 장식된 날에 불과하다는 것을 교훈으로 제시하 

고 있는 것을 근거로 “주크루프，，(장식)장이라 불리워지게된 것으로 본 

대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5권 op. cit,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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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우시고 자에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0과쇄必I수 

2. 사실을 밝혀주는 이 성서에 
맹세하니라 

落必PN與1; 

3. 하나님온 그것을 아랍어로 계 
시하였으니 이로 하여 너희가 이 
해하고 배우도록 함이라 

4. 실로 그것은 하나님 성서의 
모전에 있는 것으로1> 지혜가 가득 
채워진 것이라 

5. 너희가 벗어난 백성이라 하여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를 방치할 
수 있겠느뇨1> 

® 례必多낌必^必나겨 

6. 하나님이 옛 백성들에게 많은 
예언자들을 보냈으매1》 

화교此多 

7. 예언자가 이르지 아니한 곳이 
없었으나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노 
라1》 

0 

1-1) 하 밈으로 시작하는 7번째 절 중에서 4번째로 꾸란 기적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제2장 1절 참 
조). 

4- 1) 제3장 7절，제13장 39절 참조. 

움무 알키탑 : “움무”는 어머니，**알키탑”은 그 책이란 뜻으로 계시의 근원이란 의미로 이해 
된다. 즉 계시는 하나님께 보존된 기록판으로 부터 계시된 것으로 이해된다. 

5- 1) 그러나 하나님은 최후의 선지자를 통하여 20년 동안이나 선교하였을 뿐만 아니라 꾸란을 통 
하여 정하여진 그날까지 복음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이브누 카씨르는 해석하고 있다(알무크 
타싸르 285/3). 

6- 1) 인간의 거만함과 오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옛 백성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 백성중에는 그 예언자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무리들이 있었다. 

7- 1)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로하는 절로써, “그대 무함마드 이전 선지자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대 
에게도 있을 뿐이니 슬퍼하지 말라”는 뜻이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5권 op. cit, p.40). 

혈活향旧향編S理16^장배S경^행행^합장해8拜비8^^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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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들보다1》 
힘이 강한 그들을2》멸망케 하고 
옛 백성들의 비유가 교훈이 되도 
록 하였노라 

9. 그대가 그들에게 천지를 창조 
한 분이 누구시뇨 라고 묻는다면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그들은 
대답하리라1> 

© 潮^^ 

念꽤•反 

10. 그분은 대지를 두어 너희의 
휴식처1ᅮ로 하시고 그 안에 길을 
두시니 이로 하여 너희가 인도되 
도록 하고자 함이라 

화쌌後섰;3 此必셋紙%福I 

ii. 그분은 일정한 양의1ᅵ 비를 
내리게 하시어 죽은 대지에 생명 
을 주시도다 그와 같이 너희도 부 
활 하노라2> 

12.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 
매 자웅을1> 두고 또 너희가 탈 배 
들과 가축들을 두었노라 

핵과하◎切;起화與 

(與요씼仏雜滿화與如I; 

8-1) 메카 꾸레이쉬족의 불신자들 

2) 선지자 무함마드 이전 백성들로 그들에게 임했던 예언자 및 선지자들을 박해하였던 불신자 
들은 메카 꾸레이쉬 족의 불신자보다 힘이 더 강했음을 말해주면서 이렇게 강한 백성들도 
하나님과 선지자들에 대한 불신과 거역으로 멸망케 되었다는 교훈이다. 

9-1) 이 부류의 인간욘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지식은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보살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제29장 61절 및 31장 25절 참조). 

10-1) “미하드”는 카페트，침상，또는 요람이란 언어적인 뜻으로 본문에서는 “휴식처”로 풀이를 하 
였다. 

11- 1) “미끄다르” : 필요한 양 “바이다위”는 “피해를 주지 아니하며 필요한 양에 해당하는 유용한 
양“이라고 풀이하고 있다(알바이다위 177/2). 

2) 메마른 대지에 비를 내리게 하여 생물이 돋아나게 하듯 죽은 인간을 부활의 날 다시 영원한 
삶으로 부활 한다는 뜻. 

12- 1) 44아즈와즈” : 쌍 또는 짝이란 언어적인 뜻으로 본문에서는 동물이나 식물 또 그밖의 모든 
종류의 자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한편 “이브누 압바쓰”는 위에 언급한 것 뿐만 아니라 
달고 쓴것，검고 하얀 것，남성과 여성 등 자웅과 상대적인 것 까지를 가르킨다고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5권 op. cit,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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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 이리하여 너희가 등위에서 
3 안정하고 너희가 그곳에 안전하게 

앉아 있을 때 너희 주님을 염원하 
며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i 을 저희에게 순종케 하여 주신” 
그분께 영광이 있으소서 라고 말 

I 하고 

(S삐必，대 
成대公@ 쇼雄ᆻJ免 

14. 저희는 저희 주님께로 돌아 
가게 되나이다 라고 말하도록 함 

5 이라 

©빼W與 

15.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분의 일 
1 부 종들이 하나님의 분신이라1} 말 

하니 실로 인간은 오만불손하도다 

© 以，G대1功최於心例技 

16.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위해 
j 딸들을 택하시고 너희는 아들을 

선택하도록 하였단 말이뇨1》 

i 17.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비유했 
던 소식이 그들에게 이를때면 그 
의 얼굴은 어두어지며 깊은 슬픔 
으로 가득 차더라1> 

“빠겨‘과^ 

18. 장식으로 양육된 그녀들을 
1 하나님께 비유하려 하나 그것은 
J 하나님과 비유할 이유가 되지 못 
| 하지 않느뇨 

19. 그리고 불신자는 자비로우신 
S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들을 여성이 

향^ 

13-1) 바다에서는 배를 이용하도록 하고 하늘에서는 비행기를，육지에서는 자동차를，사막에서는 
1 낙타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준 것 

5 15-1) 하나님께 아들이 있으며 천사들은 하나님의 딸들로 하나님의 일부분이라고 묘사하면서 불 
신자들은 하나님올 욕되게 하였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5권 op. cit, p.41). 

[ 16-1)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최대의 모욕이다. “하나님은 낳지 
! 도 않고 태어나지도 아니했느니라” 

S 17-1) 딸들이 태어나면 중오했던 볼신자들은 천사들을 하나님의 딸들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을 욕 
되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딸이 태어날 것이라는 소식이 있게 되면 그들은 슬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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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라 하더라 그들은 천사들이 창조 
1 될 때 목격이라도 하였단 말이뇨 
1 그들의 증거는 기록되어” 질문을 
1 받게 되리라 

公藏섰대斑^ 

20. 그들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 서 원하셨다면 저희는 결코 그것 
2 들을” 숭배하지 아니했으리라고 
； 말하나 그들의 말에는 지식이 없 
| 는 거짓말이라 

하到^화，1■私 : 

21.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1> 이전에 성서를 주어 그들로 

I 하여금 그렇게2의 따르도록 했단 말 
1 이뇨 

® 넜一以빼 ； 

22. 그렇지 않노라 저희는 저희 
I 선조들이 따랐던 종교를 발견하여 
그들의 길을 스스로 따를 뿐입니 

! 다 라고 그들은 말하더라 
때 : 

I 

23. 하나님이 그대 이전 백성들 
에게 경고자를 보냈을 때마다 그 
들 중의 부유한 사람들도 저희는 
저희 선조들이 따랐던 종교를 발 

| 견하여 그들의 길을 따를 뿐입니 
1 다 라고 하더라 

與넷必往《:如，빠士改혀亡과後 
；※폐께與•뼈3현炎公 : 

© ^6csi 

24. 모든 선지자는 너희가 선조 
ft 들로부터 발견 한 것보다 더 나은 
$ 복음을 가지고 왔노라고 말했으나 | 

■松福必多혹나과획5收 
©빠災화 : 

6 19-D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불신자들의 거짓 증언을 기록케 하여 심판의 날 그것에 관 £ 

하여 질문을 받게 한다는 뜻으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다. 한편 해설가들은 불신자들의 불 
신을 3가지 유형으로 보고 있다. 첫째 하나님께 0ᅵ들이 있다는 조롱으로 불신하고，둘째 하 

H 나님께 딸들이 있다는 조롱으로 불신하고，셋째 천사들은 여성이라고 말하면서 꾸란을 3가 , 
j 지 형태로 불신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5권 op. cit, p.42). 

1 20-1) 천사들이나 우상들을 숭배하지 아니 했을텐데 하나님이 원하여 그것들을 숭배하였다고 말 
$ 하며 그들은 더욱 그들의 불신을 더해 갔을 뿐이다. 1 

| 21-D 꾸란 r 
1 2) 꾸란 이전에 계시된 성서에 천사들이나 우상들을 숭배하라 계시되어 그들이 따르고 있다는 I 

것인가? 아니면 꾸란 이전에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성서가 그들에게 계시되었단 말 
\ 인가?(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5권 印. cit, p.43). p 
---——------ . .-이-j __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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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자는 당신들을 통하여 보내어 
진 것을 믿지 않는다 말하더라 

25.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 벌을 
내리시니 보라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떠 했더뇨 

26.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와 
백성들에게 말하길 실로 저는 여 
러분이 숭배하는 것을 숭배하지 
아니하며 

27.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나니 실로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 

28.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말을” 남겼으니 아마도 그들은2》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29.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과1> 이 
들 선조들에게2> 진리와3> 사실을 
밝혀주는 한 선지자가45 임할 때까 
지 현세의 삶을 향락하도록 두었 
노라 

30. 그러나 진리가 그들에게 이 
르렀을 때 그들은 이것은 마술에 
불과하니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 
으리라고 말하더라 

31. 불신자는 이 꾸란이 두 도시 

©빼冷떠0敎학災® 

多從 友^與必^疏比 

® 평今고3생쇼 

허必여物; 及i比松: 
©緣m 

© :과典效나此飯錄必取此 

최版 必%:必^避 5跡私 

28- 1)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는 유일신 사상.「무자히드」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로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사르 이브누 카씨르 28公성). 

2) 불신자들 

29- 1) 메카 백성들 
2) 아브라함의 후손 
3) 꾸란 
4) 선지자 무함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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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1ᅭ 지도자에게는2> 계시되지 아니 
하였더뇨 라고 묻더라 

32. 그들이 그대 주님의 은혜를 
분배한단 말이뇨1> 현세의 생활속 
에서 그들에게 생활의 양식을 분 
배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 그들중 
일부에게는 지위를 다른 자 보다 
높이 두어 그들로 하여금 다른 자 
들을 지도하도록 하였노라 그러나 
그대 주님의 은혜는 그들이 축적 
한 재물보다 더욱 좋은 것이라 

33. 백성들이 불신의 무리가1> 되 
려 하지 아니 한다면 하나님은 자 
비로우신 그분을 모독한 각자를 
위해 그들의 집 지붕과 그들이 오 
르는 계단을 은으로 장식하여 줄 
수도 있으리라 

34. 그들의 집 문들도 그리고 그 
들의 기대는 침상도 은으로 장식 
될 수 있으며 

35. 금으로도1> 장식될 수 있으리 
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은2》현세생 
활의 향락에 불과하며 그대 주님 
앞의 내세는 의로운 자들을 위해 
있노라 

©과 

紙次述述必 
삭起斗A分:쐈 («述뺐뺐I 

© 과域^ 次公: 때 

次述巧괘明나•德 滿與 
최與빠;準 

0 必理尊 

換染收例系海難 

송쇼힛；雙如 往:四# 多占앞 
@ 公화起:;혹 

31- 1) 메카와 따이프(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5권 에. citt 이선) 

2) 메카의 “알왈리드 이븐 알무기라”와 따이프의 “우르와 이븐 마쓰우드 싸카피”를 의미한다 
고 풀이되고 있다. 

32- 1) “꾸란이 불신자의 지도자들에게 계시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고아인 무함마드에게 계시되 
었느뇨”라고 조롱하는 불신자들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의 은헤는 주님의 뜻대로 하시니 현 
세에서 일상생활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난하게 때로는 부유하게도 부여하시는 것 
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시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33- 1) “움마 와히다”는 “하나의 공동체”란 언어적인 뜻으로 본문에서는 현세에 집착하고 현세만 
을 좋아하여 불신올 추종하는 무리라는 뜻으로 풀이 된다(꾸란의 어휘 해설… {x308). 

35-1) 주크루프 : 금，장식 
2) 33절과 34절 및 35절은 현세의 향락에 대한 탐닉은 물거품과 갈은 것이라는 교훈을 제시하 

면서 유혹에 빠진 불신자들이 원한대로 재물과 재보를 부여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그분의 종들을 사랑하사 원하는 대로 주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들은 부유하게 또는 가 

錢錢변^^■顯■■難•■效，■■ ^뼈^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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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로우신 
:; 교훈으로부터 외면하는 자를 위해 
i 사탄을 두사 사탄이 그의 친구가 
1 되더라1> 

@錄敬，化等旧與쟈 

37. 그리하여 사탄들이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 
나 그들은와 스스로가 옳은 길로 
인도되는 것으로 생각하노라 

©。域 t券匕»0勢C兵激父?;就 

38. 그가0 하나님께 이르러 말하 
:: 더라 너와2> 나 사이에 동쪽과 서 

쪽 사이의 거리 만큼이나 사이가 
1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실로 사악한 
j 무리라 

최與쇄;藏와 a 的兵4參 
ᄊ 에，씨 

39. 너희가 저지른 죄악으로 인 
s 하여 그날에는" 어느 것도 너희에 

게 유용하지 못하니 너희는 함께21 
벌을 받으리라 

40. 그대는 귀머거리로 하여금 
듣게 할 수 있으며 장님과 방황하 
는 자를 인도할 수 있느뇨1> 

必均 화:※、래최되혀 
©典 

41. 하나님이 그대를 거두워간 
후에라도1> 그분은 그들에게 응벌 
을 내리시니라 

與육起次明 

난하게 하여 시험하듯 불신자들도 부유하게 또는 가난하게 하여 시험하도록 하여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불신자들이 원하는 대로 주지 아니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5권 op. cit，p.46). 

36- 1)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가 있을 때 곧 사탄이 그를 뒤따른다는 뜻. 

37- 1》，2) 하나님의 교훈을 외면하는 불신자들 

38- 1)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와 그를 유혹한 사탄 
j 2) 사탄을 따랐던 무리와 

i 39-1) 심판의 날 
2) 불신자가 무덤에서 부활하여 그를 유혹했던 사탄과 함께 있게 되며 불지옥으로 이를 때 까 

융 지 헤어지지 아니 한다고 “아부 싸이드 알쿠드리”는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 
니, 제15권 op. cit, p.47). 

40-1)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로하는 절로써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불신한다 하여 슬퍼하지 말라는 
뜻으로 무함마드가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려 노력하였지만 그들은 진리에서 멀어져 더욱 
방황하였을 뿐이다.(Ibid p.43) 

i 41-D 사망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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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에게 보여 주리니1〉실로 
그분은 그들을 제압할 능력으로 
충만하시니라 

43. 그대에게 계시된 것을 지키 
라 실로 그대는 곧바른 길위에1》 
있노라 

44. 실로 그것은1〉그대와 그대 
백성을 위한 복음이니 너희가 곧 
질문을 받으리라 

45. 그대 이전 하나님의 선지자 
들에게 물어보라1> 자비로우신 하 
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라 하 
였더뇨 

46.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더불 
어 모세를 파라오와 그의 추종자들 
에게 보내니 나는 만유의 주님이 
보낸 한 선지자라 말하였더라 

47.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 
을 가지고 그들에게 갔을 때 그들 
은 비웃었노라1> 

48- 그리하여 하나님은 차례로 
이전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그들 
을 벌하여n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귀의하기를 바랬노라 

육度ao졌& 

成^ 생次^於 

。때^^노 比^ 與; 
® 氏玉^구A욋 kyJ 효 

흙여淑^^ 
®分巡私牌 

® 6於義歌과雄藏少反味 

화，그나 다와(今與많以싫 

42- 1) “그대 무함마드의 생존 기간에도 불신자들에게 약속한 벌을 그대로 하여금 보게하니라，， 
“이브누 압바쓰”는 바드르 날 그(무함마드)에게 그것(벌》을 보여 주었다고 풀이하고 “이브 
누 까씨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적들에 대한 벌을 확인 시켰다”고 풀이하고 있다(무 
크타사르 이브누 까씨르 290/3). 

43- 1) 천국으로 가는 길 

44- 1) 꾸란 

45- 1) 유일신 하나님 만을 경배하라는 계시에 그대 무함마드가 의심한다면 : 라는 내용이 생략된 
것으로 풀이 된다.此id p.48) 

47- 1) 제17장 1아절 참조 

48- 1》모세가 그들 백성들에게 보인 예증(기적)은 9가지였다. 제7장 133절 및 제17장 1아절 참조. 
그래도 불신자들은 그 예중들을 마술이라 조롱하였으니 그들의 죄악은 더해만 갔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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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그들이 말하길 오 마술사여 
i 그분께서 당신께 성약한 대로 우 
I 리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우 
5 리가 당신을 믿으리요 라고 하더 

1 라 

적S成 fᅪ레^^多년드 
^ @6《예 : 

50.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벌을 
거두어 주니1ᅭ 보라 그들은 약속을 

1 깨뜨리노라 

必立裝必妙쑈必與巡成 

51. 파라오는 그의 백성들에게 
백성들이여 애굽의 왕국이 나 안 

， 에 있지 않느뇨 또한 강물이1ᅭ 내 
궁전 밑으로 흐르지 않느뇨 그래 
도 너희는 이해하지 못하느뇨 

빠 a고체心■究 

52. 보잘것 없는 그리고 웅변도 
i 없는 이 사내를1> 보라 내가 더 훌 
륭하지 않느뇨 

53. 그에게는 금팔찌도.없으며 
천사들도 그를 따라오지도 않는단 
말이뇨 

逆以公i◎난다넜육受녠與 
效必巧 

54. 이렇듯 그는 그의 백성들을 
어리석게 하니 그들은 그에게 복 

| 종하였으매 실로 그들은 죄지은 
백성들이었노라 

55. 그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 
였을 때 그분은 그들에게 응벌을 

:: 내리사 그들 모두를 물에 익사케 
: 하였노라n 

©최빼救*公賊 

j 50-1) 그들을 벌과 재앙으로부터 구원하려 모세를 통하여 말씀과 예증을 보여 주었다. 1 

51-1) 나일강으로 그 당시 나일강 물은 애굽의 번영을 자랑하는 상징이었다. 5 
I 52-1) 모세 

我-1)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인내하시며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 
나 그들이 참회하지 아니하고 더욱 사악하여지니 후세대에 교훈이 되도록 벌을 내렸다(제7 
장 136절 참조》.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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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하나님은 그들의 선례를 후 
세대를 위한 교훈으로 삼았노라1》 

57.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예를 
들면1》그대의 백성은 그를 조롱하 
며 소란을 피우고 

58. 우리의 신들이 훌륭하뇨 아 
니면 그가 훌륭하뇨 라고 그들은 
말했더라 이렇듯 그들은 그대에게 
논쟁하려 하였으니 논쟁을 일삼는 
무리들이라 

59. 그는 한 종에 불과하니라 하 
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 
스라엘 자손을 위한 교훈이 되게 
하였노라1》 

60.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그분은 
천사들로 하여금 대지위의 계승자 
가* 될 수 있게 하였으리라1> 

61. 실로 예수의 재림은 심관이 
다가옴을 예시하는 것이라1> 일러 
가로되2》그 시각에 대하여 의심치 

■松:;» 

® 以나次心과效》값公犯; 

必생i到寒고>깃!용校細， 
©必藏許 

藏此“必賊13쐈ui 必 

必 心;2攻夕:妙 d笑與炎t比^後 次 

회시고느와밖6與炎다했多與15 

56- 1) 파라오와 그의 백성을 멸망케 하여 교훈이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메카 꾸라이쉬족을 응벌 
하여 그 이후 세대를 위한 교훈이 되도록 하였다(꾸르뚜비 1松/피). 

57- 1》꾸란에 언급된 마리아의 o}들 예수의 교훈 

59- 1) 하나님은 예수에게 선지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여 메세지를 보냈을 뿐 기독교에서 주장하 
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신의 자격으로서 온 것은 아니다. 다만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 
에 따라 아버지 없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심올 교훈으로 하기 위해서 일 뿐이다. 그것은 아담을 아버지와 어머니도 없이 창조한 목 
적과 똑같다(타프씨르 알카비르 22分公?). 

60- 1) 아버지 없이 태어난 예수가 다른 예언자 및 선지자들 보다 위에 있다고 말한다면 부모없이 
창조된 천사들은 더욱 위에 있다고 할 수 있지 않는가? 특히 천사는 음식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는 세속적 운행에 따르지 아니 함으로 더욱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천사 
들도 보다 높이 있지 않다. 

61- 1) 예수의 재림은 곧 심판이 다가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41이부누 압바쓰”와 “꾸타다”는 
“예수가 태어나는 것은 내세를 알리는 징후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은 심판이 있기 얼마 전 
에 하늘로부터 예수를 내려 보낸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5권 op. cit, p.51). 또한 부 
카리가 전하는 하디쓰에서도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 ‘‘너희 가운데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재림하리니…” 

2) 나의 복음 즉 꾸란. 

■■■敎_因»施:■■刺雜^__0■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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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옳은 길 
이라 

62. 그리고 사탄이 너희를 유혹 
하지 못하도록 하라 실로 그는 너 
회의 분명한 적이라 

©■必W 빼與•起^ l 

63. 예수가 분명한 예증과 더불 
어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길 내가 
지혜를 가지고 너희에게 왔나니 
너희가 논쟁하는 것을]> 밝혀 주겠 
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 
하고 내게 순종하라 

與與^^典^與 

64.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요 또 
한 너회의 주님이라 그러므로 그 
분만을 경배하라 이것이 바른 길 
이니라 

©# 與，必방^炎;잰於細홧 

65. 그러나 그들 중의 무리들은 
의견을 달리 했으니1> 그들 죄인들 
에게는 고통스러운 날의 벌이 있으 

{ 리라 

知!^! 
© 石요在니公 : 

66. 그들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닥쳐올 그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 
단 말이뇨 ©《與깃 

67. 그날의 친구들은1〉서로가 서 
로에게 적이 되리라 그러나 의로 

J 운 자들만은 제외라 

68. 나의 종들이여 그날의 너희 
에게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노라 

©必：多與松삶후雄幻우- 

1 我-1) 종교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고 논쟁했던 것.「이브누 주지」도 선지자들이 세상에 온 것은 
일상생활의 논쟁을 밝혀 주기 위해 온것이 아니라 종교에 관한 논쟁을 밝혀주기 위한 것이 

i 라 풀이하고 있다. 

! 效-1) 예수에 대한 분쟁으로 어떤 무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다른 무리는 예수가 곧 하나님 
이라 하였으며，어떤 무리는 예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 2) 심판의 날 

67-1) 아킬라우 :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과 함께했던 동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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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 
어 이슬람에 귀의한 자들이니1> 

70. 너희와 그리고 아내가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라 너희가 기뻐하 
리라 

71. 황금의 접시들과 컵들이 그 
들 주위를 맴돌며 그 안에는 그들 
의 영혼이 원하는 모든 것과 그들 
의 눈들을 기뻐하게 할 모든 것들 
이 있나니 너희는 그 안에서 영생 
할 것이라 

72. 그것은 너희가 행한 대가에 
따라 물려 받은 천국으로 

73. 너희는 그 안에서 풍성한 과 
일을 맛보며 그것에 만족하리라 

74.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지옥의 
벌이 있을 것이며 그들은 그곳에 
서 영주하게 되노라 

75. 그들을 위해 그 벌이 가벼워 
질 수 없으니 그들은 그 안에서 
절망하도다 

76.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 
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욕되게 한 것은 그들 자신들이었 
노라 

77. 이때 그들은 주인이시여1》주 
님으로 하여금 벌을 거두어 주도 
록 하여 주소서 라고 호소하니 그 

舍⑷I典以k 必松# 

©必많炎 SU衣梅기^ 

어多士匕 占、 
g싼夕必햇故SJ劉起班 

@ (엎2윳以다엄다;I⑭최빼!; 

浴#次炎段少 

® 보고& 

69-1) 꾸란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명령에 따르는 자들. 

77-1) 지옥의 문을 지키는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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럴 수 없노라 너희는 그곳에서 살 
게 되리라 대답하시더라2> 

78.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리를 
주었건만 너희 대다수는 그 진리 
를 증오하며 

79. 그들 스스로 음모를1》꾸녔으 
나 하나님은 승리케 하였노라2> 

80. 하나님께서 그들이 숨기는 
것과 그들이 주고받는 비밀의 대 
화를 듣지 못함이라 생각하느뇨 
아니라1> 또한 천사들이21 기록하 
니 라3〉 

81. 일러가로되 자비로운 하나님 
깨서 아들을 가졌다면 내게 제일 
먼저 경배하는 자•가• 되리라1> 

82. 천지의 주님이시며 권자에 
오르실 주님께 영광이 있으소서 
실로 그분은 불신자들이 묘사한 
분이 아니시라 

83. 그러므로 거짓과 욕되는 말 
에 탐닉한 그들을 그대로 두라 그 
들이 약속받는 그날을 맞이하리라 

2) 불지옥의 고통에 못이겨 지옥의 문을 지키는 천사 말리크로 하여금 주님께 구하여 생명을 
거두어 달라 부탁하나 그들 죄인들은 그러한 고통의 상태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라 대답하 
고 있다. 

79- 1) 메카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에 관한 이야기로 이들 불신자들은 무함마드에 대하여 음모를 
꾸였다. 

2)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음모에 대하여 무함마드를 보호하고 불신자들을 멸망케 하여 승리 
하도록 하였다. 이 절은 클럽에 있는 무함마드에 대한 음모를 꾸미려 했을 때 계시된 것으 
로 “무까떨”은 풀이하고 있다<꾸르뚜비 해설 118/16). 

80- 1)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심이라 
2) 이 절에서는 "루술”은 천사들올 일컫는다. 
3) 이 절은 “알아크나쓰 이븐 슈라이크” 또는 “알아쓰와드 이븐 압두 야구쓰”에 관해 계시된 
것으로 모임에서 “알아크나쓰”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밀올 들은 것을 보았는 
가!”라고 말하자 “알아쓰와드”는 “우리 모임의 이야기는 듣지만 우리의 비밀올 듣지 못하니 
라”라고 하였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5권 op. dt, p.55). 

81- 1) 모든 권능과 지혜와 진리와 그리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나니 하나님은 들이 필요치 아니 
하매 홀로 영광올 받으소서! 

© 과해■，班여故 

© <^3^ “ 

© (々갖么 (소洋 u今노在分님년 i 수^—^1 

士多호冬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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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그분은 하늘에도 계시며 대 
지위에도 계시는 하나님으로 지혜 
와 아심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라 

85. 하늘과 대지와 그 사이에 있 
는 모든 왕국이 그분의 것으로 그 
분께 축복이 있으소서 그분만이 
심판의 날을 알고 계시니 너희는 
그분께로 돌아 가노라 

86.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 
한 자들에게는 중재할 능력이 없 
으되 진리를 증언한 자는1》예외로 
그들은 그를 알고 있노라 

87. 그들을 창조한 분이 누구이 
뇨 묻는다면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말하니라 그러면서도 그들은 진리 
로부터 외면하려 하느뇨 

88. 주여 실로 그들은 믿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예언자 
의 외침이 들렸노라1> 

89. 그대여 그들로부터 멀리 하 
라 그리고 안녕히 있으라 말하라 
그들은 곧 알게 되리라1> 

^ 必화少했션 %細^셋炎 

以1公賊松仏6化 쇼ᅫ 都巡 
©최쑈多IV낳 

© ⑶앞此拙싶與 f技나換3U 雄 

슝 i化效消i切起‘ 

沙^；與;技店 

效-1) 중재는 하나님의 허락없이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진리를 중언한 자의 중재는 유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해설가들은 진리를 중언할 이들은 “예수와 아지르 그리고 천사들로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유일성을 중언할 것이라”라고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5권 op. cit，p.56). 

88-1) 예언자 무함마드의 외침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올 때 무함마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외침이라고 “까타다”는 풀이하고 있다(lb吐 p.改). 

熟-1) 그들의 죄악과 불신에 대한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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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혈 
제44장 두 칸 

메카에서 계시된 50절로 유일신 사상, 메세지，그리고 부활 등을 주 

요내용으로 믿음의 근본을 다루면서 다른 메카 계시들과 같은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기적인 꾸란에 관한 이야기와 인간을 대지의 

상속자로 하사 그 대지위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시 하나님께로 귀의 

한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축복받은 밤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이야 

기와 최후의 에언자이며 선지자인 무함마드에게 최후의 성서를 내리 

셨다는 이야기를 언급하다가 꾸란을 부정하는 불신^들의 상태와 그 

들에 대한 응벌，그리고 파라오의 백성에 관해 이야기와 더불어 부활 

을 불신한 메카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다가 의 

로운 자들의 말로와 의롭지 못한 자들의 말로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경고하면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이 “두칸”(연기)으I 장이라 불리우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두칸 

(연기)으로 하여 불신자들을 두렵게 하였다. 불신자들이 선지자 무함 

마드를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칸”(연기)를 보내어 

거의 질식케 한 후 예언자 무함마드의 기도를 축복하사 그들을 다시 

구원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본[K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5권 op. 

dt,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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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雜^述트强法按法海향按^，:^^活^法^^雄^强 

제 44 장 

자비로우시고 자에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하 밈1 2 3 4 5ᅩ 

2. 사실을 밝혀주는 이 성서에1》 
맹세하며 

3. 하나님은 그것올 축복받은 밤 
어广 계시했나니 그것으로 경고하 
고자 함이라 

4. 그날 밤1》모든 지혜로운 일들 
이 명백하여지니 

5. 하나님의 명령이라 실로 그분 
깨서 선지자들을 보냈노라1> 

6. 그것은 주님으로부터의 자비 
라 실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아시 
는 분이시라 

7. 너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그분은 하늘과 대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만물의 주님이시라 

8. 그분 외에는 신이 없으며 생 
명을 주시고 생명을 앗아 가시는 
분도 그분으로 너희의 주님이요 
또한 너희 조상의 주님이시라 

® 多’) 

必 衣나以반하,_衣私셨5飛 i 

各在:分년始與賊 

©棟必成歌必。射 

© 以당必와과兄次K 

© 邊쇄 a뼈교여知 

© 淑如상1起;，以身때뺐 

1- 1) 다섯번째로 언급되는 꾸란 기적중의 하나(제2장 1절 참조》. 

2- 1) 꾸란 

3- 1) 축복받은 라마단 달 축복받은 밤에 계시되었다. u라마단 달에 꾸란이 계시되었나니…” 어떻 
게 계시되었는가에 대하여「이브누 주지」는 "그 달에 그것(꾸란)이 대지의 하늘로부터 한 문 
장으로써 계시된 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조금씩 연차적으로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계시 
되었다”고 풀이하고 있다. 

4- 1) 축복 또는 위대한 밤 

5- 1) 인간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보내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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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러나 그들은 의심하며 조롱 
J 하니 

10. 하늘이 짙은 연기로 가득 차 
| 는 그날을 그대는 지켜보리라1》 

©由#M화致쑈_ 

11. 연기가 사람들을 덮어 가리 
우니 고통스러운 벌이라 

® 쌨令必씐 

12. 불신자들은 주여 저희에게 
이 벌을 거두어 주소서 저희가 믿 

f 겠나이다1> 

@6次與대故改성， 

13. 그 교훈이 그들에게 유용하 
겠느뇨 진리를 밝혀주는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미 임하섰도다1》 

品; 少故么o公와次必 

14. 그러나 그들은 그로부터 둥 
을 돌리며 그가 미친자라 말하더 

j 라^ 

©占향比砂s 公네起 

15. 하나님께서 잠시 응벌을 거 
두어 주면 너희는 다시 사악함으 
로 돌아갈 것이라 

©과;均^成여방 

16. 가장 격렬한 응벌이 있을 그 
.1 날^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벌을 가 
1 하리라 

©뼈 

10-1) 하늘이 짙은 연기로 가득차 불신자들에게 가해지는 응벌을 그대 무함마드여 기다려 지켜보 
라! 어느 누구도 볼 수 있는 분명한 것이라. 

12-1) 이 벌을 거두어 준다면 무함마드와 꾸란을 믿는 신도들이 되겠다는 불신자들의 위선적인 
J 얘기다. 

13-1) 옹벌이 내려진 그때에 그들이 무엇을 교훈으로 삼아 믿음을 갖겠다는 말인가? 진리를 밝혀 
f 주는 메세지와 더불어 선지자가 그들에게 왔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 
； 도 아니했지 않는가?(Ibid p.61) 

14-1) 메카 불신자들은 무함마드에게 꾸란이 계시되었을 때 그들 불신자 가운데 일부는 “무함마 
드는 이 말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이라 말하였고，다른 일부는 “무함마드는 미친 사 

j 람”이라 말하였다.此吐 p.61). 

16-1) 이 날에 대하여 "이브누 마쓰우드”는 “바드르 날”이라 풀이하고“이브누 압바쓰”는 “부활의 
- 날”이라 풀이하고 있다. 한편 “이브누 카씨르”와 그밖의 해설가들은 “이브누 압바쓰”의 해 

설인 “부활의 날”이 더 근거있는 것이라고 덧붙여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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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하나님은 그들 이전의 파라 
오 백성을1> 시험하였으니 훌륭한 

| 선지자가와 그들에게 임하여 

18. 하나님의 종들을1> 내게 넘겨 
1 주오 실로 나는 너희에게 온 믿음 
\ 의2와 선지자라 말하더라 

©쒔0次公切於松讀，必 :j 

19. 하나님께 거역하며 오만하지 
말라 실로 내가 분명한 능력을 너 

1 희애게 보여 주리라 

會起心授•多_疏 ； 

20. 너희가 나를 해치례> 할 때 
ᅩ 나는 나의 주님이며 너회 주님인 
；； 하나님께 구원올 청하리라 

必 힛5향6떻ᄑ致낫乂交1; 

21.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 면 나를 홀로 두라” ® 녘救■細^ : 

? 22. 실로 이들은 죄지은 백성입 
1 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하더라1》 ® (깃多多?체유호형%그 

23. 이에 대답이 있었으매 너희 
i 가 추적을 당하리니1> 나의 종들과 
J 더불어2> 밤에 떠나라 

©(!>與炎t 

호 17-1) 파라오 백성인 애굽의 꼽트교인들 
| 2) 모세 

! 18-1)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압박과 박해로부터 해방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풀이됨. 
1 “이스라엘 자손을 박해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보내 주소서” 

2) 44그러므로 나의 충고를 따르라”하는 내용이 함축된 것으로 풀이됨. 

20-1) “타르자문” : “돌을 던지다”라는 뜻으로 상처를 입히다 또는 비방하다는 의미로 유프스 알 
리는 풀이하고 있다. 꾸란 어휘해설에서는 돌로써 살해하다는 뜻으로도 풀이하고 있다(꾸 
란어휘 해설 n312). j 

1 21-1)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예중으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나를 해치 1 
지 말고 나의 길로 가도록 두라“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5권 op. 

J cit, p.62). J 
| 22-1) 그래도 그들이 거역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 1 

I 23-1) 파라오와 군대의 추적 
1 2) 이스라엘 백성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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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바다는 갈라진 채로 두어라 
그들은1> 익사하게 될 무리들이라2ᅭ 

25. 그들이 남긴 과수원과 우물 
들이 얼마나 많으뇨 

26. 전답과 훌륭한 휴식처와1> 

27. 향락에 탐닉했던 그 풍요로 
운 재물도 

©•삐찌휴 

® 양;多，3 납은占’’;巧;多 

유知名紀 

® 훈ISE與义향 

28. 그렇게 하여 끝이 나고1〉하 
나님은 이것들을 다른 백성에게 
상속케2> 했노라 

29. 그들을 위해 하늘도 땅도 눈 
물을 흘리지 아니했으며 그들에게 
는 유예도 없었노라 

30. 하나님은 굴욕의 재앙으로1> 
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였으니 

31. 파라오로 부터라 실로 그는 
오만한 죄인이라 

32. 하나님은 지혜로써 여러 민 
족중에서 그들을1》선택해서2》 

©旧니迎I以版起5速巡 

占 

24-1) 파라오와 그의 군대 
2) 모세가 바다를 건넌 후 다시 그의 지팡이로 바다를 때려 갈라진 바다를 하나로 하고자 하였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갈라진 채 두라 하셨으니 파라오와 군대가 뒤쫓아 오다가 
그 안에서 익사케 하고자 하였다. 

26-1) 마깜 카림” : 거주하고 휴식을 갖기에 좋은 장소(알바흐르 알무히뜨 36^8). 

28-1)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그들이 가졌던 것으로 자랑하고 거만을 피웠던 과수원，정원, 우물， 
전답，살기 좋은 거주지 그리고 풍요한 양식 둥도 그들의 오만과 불신으로 바다속에 익사시 
켜 멸망케 함으로써 그 후세 백성에게 상속되었다. 

2) 애굽 꼽트족의 통치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통치하게 되었다. 

30-1) 남자아이들을 살해하고 여자 아이들은 파라오 백성들의 하녀로 이용했던 것과 그들에 대한 
박해와 학대. 

32-1) 이스라엘 자손 
2)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다른 백성 중에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다. “꾸따다”는 그들 시대의 백 
성위에 선택된 것일 뿐 무함마드 백성위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고 해설하고 있다. “너희가 
가장 훌륭한 공동체로 백성들 위애 나타났느니라”(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5권 op. cit, 
P.64 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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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그들에게 예증들을1} 부여하 
! 였으니 그 안에는 분명한 시험이 
1 었노라 

34. 이들은1> 말하도다 
@ 성逆應迫 

35. 우리가 한번 죽으면 다시 부 
활되지 않노라n 逆쇼必 f 
36. 그러므로 너희가 진실이라면1》 

| 우리 선조들올 되돌려 주라 하니 

37. 그들은 투바의1》백성과 이전 
의 백성들 보cp 강하다 생각하느 

； 뇨 하나님은 그들이 낳은 죄악으 
1 로 말미암아 그들올 멸망케 했노 
1 라 

피빠^其然巡效 j 

38.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1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한 
| 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1> 

때뼈^以細따 | 

39. 그것들을 진리로 창조하였으 
되 그ᄅ 대디-，、ᅩ- 이해하지 못하 

1 너 

® 소與故매해흙•此 | 

40. 실로 심판의 날은 그들 모두 
| 를 위해 정하여진 날이니 

©&샜쌌와심必:私 

33-1) 바다를 갈라 놓은 것，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만나와 쌀와를 내려 준것 등 그들 외에 
는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지 아니했던 예증 또는 축복이라고r라지」는 풀이하고 y 

1 있다. ! 

1 34-1) 꾸레이쉬 부족 

i 述-1) 메카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은 내세와 부활을 거역하고 있다. “그것은 오직 한번 죽는 것 
뿐이라” j 

1 36-1) 선지자 무함마드와 믿는 신도들을 조롱하는 불신자들의 이야기로 인간이 죽으면 다시 부활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세상을 떠난 자기 선조들을 부활시켜 되돌려 달라고 말하고 있다 ! 

1 37-1) 예멘 사바아 왕국의 “아비 카라비 알하미리 시대”를 가르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꾸란 5 
1 어휘 해설집 p.313). 。 

j. 2) 아드와 사무드 백성이라고 아부 싸우드는 말하고 있다. P 

i 38-1)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들의 무지와 현세에 대한 탐욕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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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그날은 친구가 그의 친구에 
게 유용하지 아니하고 도움도 받 
을 수 없는 날이라 

42.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자는 제외라 실로 하나님은 
권능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43. 실로 자꾸무 나무가1〉 

44. 죄인들의 음식이 되어 

45. 녹은 쇳물처럼 되어 그들의 
위 속에서 끓어 오르니 

46. 들끓는 뜨거운 물과 같더라 

47. 그때 음성이 들려오니1> 그를 
데려가 타오르는 불지옥으로 넣으 

라 

48.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들 
끓는 물이 부어지며 

49. 이것을 맛보라 실로 너야말 
로 훌륭하고 힘이 센 자라1> 

50. 실로 이것이 네가 의심했던 
것이^1> 

51.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안전 
한 곳에 있게 되나니 

52. 낙원과 우물들이 있는 곳이라 

© c고⑶效孝沙틋接쇴以 

©見^도다;^與^0 

©逆W 

녀、빠_ 

《예‘F 

急되I 私찮敗炎값丄 

® 接^나巧》達之多 

® (5뇨法々S러낸 1 

43-1) 불지옥에서 자란 가장 저주받은 나무. 

47-1) 죄인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u자바니야” 천사에게 내려질 명령 

49- 1) 지옥으로 들어가는 죄인에 대한 조롱과 경멸로써 표현되고 있다. 

50- 1) 이 벌은 너희가 현세에서 불신하고 의심했던 것으로 오늘 이것올 맛보라. 



53. 섬세한 실크와 비단 옷을 걸 
치고 서로의 얼굴을 맛보게 되리 
라 

磨保^.出神짝戶田空保^伴와•정^^^예면任대려^■技혁^티;^ 

©•V꽤。，必^與 

54. 그렇듯 은혜를 베풀고 아름 
답고 눈이 큰 배우자를1》결합시켜 
주니 

© 옳！多;욕13백公 

55. 그들은 그곳에서 온갖 과일 
올 평화롭게 즐기도다 

56. 그들은 한번의 죽음 외에는1》 
다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며 하 
나님은 타오르는 불지옥의 벌로부 
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니라 

57. 이것이 그대 주님의 은혜요 
최고의 승리라 

58. 하나님은 꾸란을 그대의 언 
어로 계시했거늘 이로 하여 그들 
이 교훈을 얻도록 함이라 

59. 그러므로 그대는 기다리며 
지켜보라 그들도 역시 기다리고 
있노라 

©品炎^a仁유 

® 6逆次軟都 

54-1) 히와르 아인 : 천국에서 창조된 청순하고 눈이 크며 현모양처의 여인. 

改-1) 현세에서의 죽음 

빼^’擊■■鑛향병^■編^^^，•■■技_fe，a，g■■技•■理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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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나에서 14절，메카에서 23절이 계시된 총 37절로 이슬람의 기 
본 원리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홀로 존재하시는 유일성, 선 
지자로써의 무함마드，내세와 부활 그리고 보상을 다루고 있어 다른 
메카 계시와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꾸란을 계시한 분은 하나님이며 행복과 천국으로 이르는 길을 인간 
에게 안내하기 위한 지침서로서 꾸란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 
다. 넓고 넓은 하늘과 대지，인간의 창조, 가축 및 그밖의 모든 피조 
물，방과 낯，바람을 일으켜 비를 내리게 하는 것 등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유일성을 예증하여 주고 있으며，꾸란을 거역하는 
불신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인간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 
헤에 감사하여야 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은혜，예언 
자 및 선지자들에게 거만을 피운 백성들의 이야기들을 다룬 다음 심 
판의 날은 공정한 날로 천국으로 이르는 백성과 지옥으로 이르는 백 
성 두 무리로 분류될 것이라는 교훈으로 본 장은 끝맺고 있다. 

본 장은 심판의 날 사람들이 당하게 될 공포와 두려움으로 무릎을 
끓어(자씨야) 계산을 기다리게 될 것이라는데서「자씨야」장이라 불리 

워지게 된 것으로 본대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5권 op. dt,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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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 장 

자비로우시고 자에로우신 
^나님의 이름으로 

방화{織병“ iuit與••… ：ii= ■": .-■■ ■：-. i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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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것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 
신 하나님으로부터1> 계시된 성서 
라 

® j與W必^•起5 6 

3. 실로 하늘과 대지에 믿는 사_ 

람들을 위한 예증이 있으며D 
4. 너희를 창조한 것과 대지위에 
산재하여 있는 것도 믿는 자들을 
위한 예증이라 

5. 낮과 밤이 교차되는 것도 하 
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일용할 잉여 
을1> 주시는 것도 그리고 죽은 대 
지를2 3 *> 소생케하며 바람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것도3〉이해하는 백성 
들을 위한 예증이라 

6.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진리로 
써 그대에게 낭송한 그분의 예증 
들이라 그래도 하나님과 그분의 
예증을 거역한다면 그들은 어떤 
말을 믿는단 말이뇨1> 

(노환131 ‘그?^ 0늬'三，J우파，‘■요과 냥少5리; 
생々—々;텔: 과。쓩5낫과생’ 

춰체허L'與; 농 

® 6;수깊許쐈도쇠 

1- D 하밈으로 시작하는 6번째 절이며 꾸란 기적 중의 하나로 풀이됨(제2장 1절 참조). 

2- 1) 꾸란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3- 1)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음을 예중. 

5- 1) 비구름을 생성케 하여 비를 내리게 하고 이 물로 하여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또 이 물로 
하여 곡식을 재배하고 식물을 재배하여 인간의 일용할 양식으로 하여 주는 것. 

2) 황폐된 불모의 땅. 
3) 동서남북으로 바람의 방향을 바꾸고 더운 날씨, 시원한 날씨 그리고 추운 날씨가 되도록 변 
화 시키는 것. 

6- 1) 이러한 예증으로써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다면 어떤 말을 믿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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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거짓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재 
앙이 있으리라 

8. 압송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했던 것 
처럼 거만하고 오만해 하니 그에 
게 고통스러운 응벌이 있을 것이 
라고 전할 

9. 하나님의 예증을 들었을 때 
그것들을 조롱한 그에게도 고통스 
러운 벌이 있으리라 

10. 그들 앞에는 지옥뿐이며 그 
들이 얻었던 어떤 것도 유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외에는 그들을 
위해 어떤 보호자도 없나니 그들 
에게는 무서운 응벌 밖엔 없노라 

11. 이것이1》바로 길이라 그럼으 
로 주님의 예증을 거역하는 자 그 
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있을 
뿐이라 

12. 바다로 하여금 너희에게 순 
종케 하여 그분의 명령으로 배가 
항해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1>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너희는 감 
사하라 

13. 그분은 하늘과 대지위에 있 
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순종토록 
하였나니 실로 그 안에는 생각하 
는 사람들을 위한 예증들이 있노 
라 

與떠私이⑯섰휴4必쇼成과 
©屈M다 

성외ji햇i 沒i 쨘域겠혹 
J © 호^칙公 

沒版)j 琴取符(取友敬i 多句te 

© 版;철써;心 

《冬!도 f付^놘()3爲。與哭^ 技» 

⑶觸棟與必고 
© 6생2f多G往자以노 

챦起路 c«d 妙典 
©생塔與다앗의起 

U-1) 꾸란 

12-1) 무역을 통하여 은혜를 구하고, 바다속으로부터 보석과 광물을，고기등 바다에서 얻을 수 있 
는 모든 것(제16장 14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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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나님의 날들을 두려워 하 
지 아니한 그들을 용서한 믿는 그 
들에게 일러 가로되1> 하나님은 그 
들이 얻은 것에 따라 백성들에게 
보상하시니라 

15. 의로움을 실천한 자 그것은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요 악을 퍼 
뜨린 자 그것은 스스로 역행되는 
것으로 너희 모두가 너희 주님께 
귀의 하노라 

16. 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 
손들에게 성서와1> 주권과2ᅭ 예언 
자들을3> 주었으며 또한 다른 백성 
에 우선하여4> 좋은 일용할 양식을 
주었노^5》 

17.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종 
교에1》분명한 예증을 주었으되 그 
들 가운데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그들에게 지식이 이를때 까지는 
의견을 달리하지 아니했노라 실로 
주님께서 부활의 날 그들이 의견 
을 달리했던 것에 관하여 심판을 
하시리라 

그화낮必현 6보도셌3與Ji즛훠其교것 
然映 

아多解效:1必 여 妙쇼必 

©(述多度 

難7緣妙빼_接城松 
©(SA與與遠식#版 

必取드 必M汗획，I 在날섰銳 
石;浴 되^次^抄 

©6화: 설■더 

14-1) 무함마드여! 한계를 넘어 해악을 미치는 불신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는 믿는 신도(무으 
민)들에게 말하여라. 한편 “이부누 까씨르”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불신자들 그리 
고 성서의 백성들(기독교인과 유대인)이 무슬림들에게 해악을 끼치더라도 그들을 인도하라 
그것도 그들을 위한 사랑이라”(무크타사르 이부누 카씨르 309/3) 또한 본문 가운데 “하나님 
의 날들”이란 내세를 믿지 아니한 이들에게 있을 하나님의 벌로 보며 본절이 계시된 동기 
는 다음과 같이 풀이되고 있다. 한 불신자가 오마르를 중상모략 했을 때 혹시 중상모략한 
그는 오마르가 복수를 하지 않을까 불안해 하였다. 이에 관해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절이 
계시된 것으로 본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祀권 op. cit, p.73>. 

16- 1) 구약성서(타우라) 

2)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와 능력. 

3) 누부와 : 예언자로써의 자격 또는 선택을 의미하나 여기서는 예언자 및 선지자들로 풀이된 
다. 

4) “그 당시의 다른 백성에 우선하여”라는 뜻 
5)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로 하는 절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선지자로 하여 구약성서 
를 보내었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나 모세의 백성들은 이에 감사하지 않고 오만하고 
거만하며 예증을 거역했다. 그대 무함마드의 백성들이 그대의 메세지와 꾸란을 불신하려 한 
것도 모세의 백성들이 그랬던 것과 같은 것으로 무함마드를 위로하고 있다. 

17- 1) 구약성서(타우라)와 이슬람법(샤리야)에 관한 것과 선지자 무함마드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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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그후 하나님은 그대를 바른 
길 위에 두었으니1ᄉ 그대는 그 길 
을 따르되 알지못하는 자들의 유 
혹을 따르지 말라 

19.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대 
에게 유용치 못하니라 죄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 주 
나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만의 보 
호자가 되어 주시노라 

20. 이것이 인간을 위한 빛이요 
길이며 의로운 백성을 위한 은혜라 

21.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행위를 
한 자들의 생명과 죽음을 믿음으 
로 선을 행하는 자들과 같게 할 
것이라 생각하느뇨1> 그렇게 관단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 

22. 하나님께서 진리로 천지를 
창조하사 모든 인간이 얻고자 하 
는 것을 얻게 하시니 어느 누구도 
부정하게 다루어지지 않노라 

23. 멋대로 신을 만들어 내는 자 
를 그대가 보리니 하나님은 그를 
방황케 하셨으매 그의 귀와 마음 
을 봉하여 버리고 그의 시각도 봉 
하여 버렸으니 하나님 외에 누가 
그를 인도하리요1》그럼에도 너희 
는 숙고하지 않느뇨 

承il冷넸대:與표양삿겠⑶ 
©石與抄해 

추래엔;성씨과與어% 
@ ■ 致^ 

© 성就與次:jc必k成^此 

P"써해내 

방。多紙;와熟)縱님料씼多幻 

©逆數뼈 

炎起成^松述切例沒나 싣쒔 
。乂갖，々一쏘※선己— 

© (겠도JS성b나과 

18-1) 이슬람 법 

21-1) 믿는자는 믿는자로 부활하며，불신자는 불신자로 임종하고 불신자로 부활한다<꾸르뚜비 
166/16). 

23-1)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4가지의 형태로 묘사하고 있다. 첫째는 향락 또는 유혹에 따라 믿는 
숭배，둘째는 지식과 사실에서 벗어난 방황，셋째 청각과 마음을 봉함，넷째 시력을 봉함(무 
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5권 op. cit,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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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현세에서는 사는 것 외에 무 
엇이 있느뇨1》우리가 죽으면 다른 
세대가 살게 되리니 이것은 세월 
이 그렇게 할 뿐이라고 말하니 실 
로 그들은 알지 못하고 단지 추측 
할 뿐이라 

25.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낭송될 때 너희가 진실이라면 우 

1 리의 선조들을 다시 이르게 하여 
； 보라는 논쟁 밖엔 하지 못하더라 

26. 일러가로되 너희에게 생명을 
f 주사 생명을 앗아 가시며 의심할 
t 수 없는 심판의 날 너희를 다시 
; 모이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라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해하지 못하더라 

27. 하늘과 대지의 왕국이 하나 
님의 것이며 심판의 시각이 확립 
되어 있노라 그날이 되면 거짓했 
던 그들은 멸망하게 되니라 

28. 그날 무릎을 꿇은 무리가 그 
들의 기록에 의해 불리워 가는 무 
리를 그대가 보리니 오늘은 너희 
가 행한 것으로 보상을 받게 되리 
라는 소리가 들려 오더라 

29. 이것은 진리로써 너희에 대 
하여 이야기 하여 줄 하나님의 기 
록으로 그분은 너희가 행한 것을 
기록하시노라1》 

30. 믿음으로 의로움을 실천한 
그들을 주님께서는 그분의 은혜1》 

沒며多 
@ 6今齡必此次6 必必셌匕:쐈別 

與 6物샀‘典雜U#典臨 
® ^사5있옳«■이&衣，V, 

炎德以必义t與如一 
©뼤 

S多； 텔갖춰빼도년多減 
이 신성너 

여成방多、#與:與犯 

_冷_此fj!效2셋成 

29- 1) 하나님은 천사에 명령하여 인간의 업적를 기록하는 것으로 풀이 되고 있다. 

30- 1) 라흐마 : 은혜라는 언어적 해석으로 하나님의 최후 은혜는 곧 천국을 가르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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因空，^^^■佳■無味 至理^^^領 

가운데 들게 하시니 그것이 최고 
의 승리라 

31.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하나 
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있지 아니 
했느뇨1》너희는 오만한 죄인들이 
었노라 

32.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이며 
의심할 바 없는 내세가 진리라는 
말씀이 있었을 때 내세가 무엇이 
뇨 그것은 하나의 생각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며 믿지 않는다고 
너희는 말하곤 했노라 

33. 그때 그들이 행한 모든 악의 
결과가 나타나니 그들은 자신들이 
조롱했던 것들에 의해 완전히 포 
위 되더라 

34. 이날은 너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망각했던 것처럼 그분은 너 
회를 기억하지 아니 하리라 그러므 
로 너회의 거주지는 불지옥이며 너 
회는 구원자도 갖지 못하노라 

35. 이것은 너회가 하나님의 예 
증들을 조롱했고 너희가 현세생활 
에 유혹되었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너회는 그날로부터 그곳에서 헤어 
날 수도 없으며 은혜를 받을 수도 
없노라 

36. 그러므로 하늘의 주님이요 
대지의 주님이시며 만유의 주님이 
신 하나님을 찬미하라 

37. 하늘과 대자를 통하여 영광 
을 받으소서 하나님은 권능과 지 
헤로 충만하신 분이시라 

技災技强#部청終⑶範 
©政꽤多逆及책 

，想;心해용於I 災값고能 

作！^法ijj必^參多 
' ’ 必《뼈 

炎대;仏物^必또 祖0接 
@ 이j多在5j父C 

향如I必 炎錄身▲심必逆화雄 
©《班방妙%^公傷 

©《，쌘必상9:一대妙쑈2與 

® 떻⑶必。爲벼 t 與셌從 

31-1) 하나님의 말씀올 너희에게 전하는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 했느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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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에서 계시된 效절로 다른 메카 계시들과 마찬가지로 이슬람의 
기본원리인 하나님의 유일성，메세지 및 부활과 보상에 관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꾸란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진리라는 것을 시작으로 불신자들 
이 숭배한 우상들，불신자들의 꾸란에 대한 의심 그리고 이에 대한 예 
증들을 다루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바론 길을 걷는 인간의 유형과 방황의 길을 걷는 유 
형의 인간，의로운 사람, 부모에 대한 효도 등을 언급하면서 믿음과 
부활과 보상과 소망을 비웃는 불신자들에 대해서도 언급되고 있다. 

후드와 오만한 그의 백성들이 그들의 오만함과 거만함으로 강한 질 
풍에 멸망된 이야기를 메카 꾸라이쉬족 불신xᅡ들에게 교훈으로 경고 
하면서 꾸란의 낭송을 듣고 그것을 믿으며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 
경고하고 믿음으로 인도하는 무리에 대한 이야기로 본 장은 끝나고 
있 다. 

불신과 오만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케 했던 아드족의 거주지는 예멘 
과 하드라마우트에 인접한 곳으로 모래 언덕으로 길게 구릉을 이루고 
있다. “아드의 한 형제 후드를 상기하라. 그는 굴곡진 모래언덕(아흐 
까프)에 거주한 그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였도다” 라는 절에 기인하여 
「아흐까프」장이라 불리워 지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cK무함마드 알 

리 알사부니，제16권 op. dt,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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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2. 이것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 
신 하나님으로부터1> 계시된 성서 
라 

3. 하나님께서 천지와 그 사이에 
있는 만물을 창조함은 일정기간 
동안 합당한 목적올 위해서라 그 
러나 믿음을 거역한 자들은 그들 
이 경고받은 것으로부터 등을 돌 
리고 있나니 

4. 일러가로되 하나님 외에 너희 
가 숭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숙고 
하여 보았느뇨 그것들이 대지에서 
창조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여 
다오 아니면 그것들이 하늘을 창 
조함에 동참하였단 말이뇨 이것1ᅳ 
이전에 우상을 숭배하라 계시된 
성서가 있다면 내게 이르게 하라 
아니면 너희가 진실이라 한다면 
지식의 흔적이라도 이르게 하라 

5. 심판의 날 응답도 못하며 그 
들의 부름에 관심도 없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자보다 
크게 방황한 자 누구이뇨 

6. 사람들이 부활하여 모이는 날 
그것들은 그들에게 적이 되어 숭 
배했던 그들을 부인하니라 

■_■■輸■: 
is：***'n-:-*：:?. • . 기‘ * . . ... . ᅳ 

o세나起 

必，뼈改冗必%녀迎比 

© 드多4처Jj 多梅화?1巧!않5江 

상心 SU 公i대사‘강;5‘뇨드多，:좌조 

65“出延次^ 

©疏必고6此교와1私。 

심?슛》보b' 방5 之5^!혹(1은公제》 

® 부’在형Ui’必차 

성께향년心!쌌與나예於■此 

1- 1) 하임으로 시작하는 7절 가운데서 마지막 7번째로 언급되고 있다(제2장 1절 참조). 

2- 1) 꾸란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제45장 2절 참조). 

4-1) 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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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7.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낭 
송되어 이르니 불신자들은 이 진 
리에 관하여 이것은 분명한 마술 

1 이라 하더라1> 

熟雄必# 難典松與忠 
©公챵니뇨:公次均 

8. 그들은 또 그가” 그것을^ 위 
S 조한 것이라 말하더라 일러가로되 

내가 그것을 위조했다면 어느 누 
1 구도 나를 위해 하나님의 벌을 막 
1 지 못하리라3》그분은 너희가 말하 
} 는 모든 것을4》알고 계시니 나와 

너희 사이의 증인은 그분으로써 
충분하니 그분은 관용과 자비로 

； 충만하시니라 

G炎在炎《別此必久：起1성逆자 
않、分々‘乂넣 t나겨《◎此心쑈 

© :뇨必속端數^^ 

9. 일러가로되 내가 새로운 교리 
1 를 전하는 자가 아니며 내게 그리 

고 너희에게 어떤 일이 있을런지 
내가 모르도다 나는 다만 계시된 
것을 따르는 자로 분명한 경고자 

I 에 불과하니라 

難;抄敎찌.^^ : 

①射체_接■此 

10. 일러가로되 이것은1> 하나님 
으로부터 계시된 것으로 너희가 
그것올1》거역했을 때를 너희는 숙 
고해 보았느뇨인 이스라엘 자손중 

； 의 한 증인이3> 그것을 증언하고 

此巧病效技 : 

©쇼與難어述* ； 

7-1) 제37장 12-15 절 참조 

1 8-1) 무함마드 후 
! 2) 꾸란 S 
1 3) 내가 꾸란을 위조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산하시어 위조한 대가로 내게 벌을 주시리라. 

|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벌을 막아 줄 수 없나니 너희를 위하여 내가 말씀을 위조하고 내가 은 
| 스스로 벌을 받으려 하겠는가? 3 

4) 꾸란에 관한 그들의 논쟁，선지자 무함마드를 시인，마술사 또는 위조자라고 모욕한 것. 1 
I 10-1) 꾸란 1 
p 2) 너희가 부정한 꾸란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이 사실이요 진실일 때 너희가 어떻게 될 
!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느뇨? ； 
1 3) 그 증인은 이스라엘 자손 “압둘라 이븐 쌀라”으로 선지자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 

S 주하여 왔을 때 “이브누 쌀람”은 무함마드를 찾아와 그가 선지자인가를 시험하였다 그리고 _ 

1 서 그는 무함마드가 기다렸던 예언자였음을 알아차리고 3가지 질문을 하였다. “이브누 쌀 
! 람”이 질문하길，“예언자 아니고는 알지못한 3가지를 묻고자 함니다. 첫째，심판의 첫째 조 1 

I 건은 무엇이며，둘째，천국의 백성들이 먹을 최초의 음식은 무엇이며，셋째，부모에게 효도 
1 하지 않는 자식의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묻자 선지자 무함마드는 이에 대답하였다. 1 

이때 ”이브누 쌀람“은 실로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제가 중언하나이다”라고 하였다 
1 (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 31公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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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을 가졌으나 너희는 거만해 i 
하였으니 실로 하나님은 죄인들을 
인도하지 아니 하시니라 

11.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이 믿 
1 는 자들에 대하여 말하길 이것1너 

복음이었다면 그러한 사람들이2》 
없었으리라 그리고 그들이3) 그것 
으로 인도되려 구하지 아니함으로 
이것은 오래된 거짓이라 말하더라 

.대용—!화必紙雜산眞 
©起鼓微회一效能뺐 

j 12. 이것” 이전에 모세의 성서가^ 
안내서로써 그리고 은혜로 있었으 
며 아랍어로 된 이 성서가적 그것4》 
을 확증하며 죄인들에게 경고하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기쁨의 복음을 

； 전하고 있노라 

혼 피例公:?여띠스沙與#知5 
® 여향!，교산;*部 다 

13.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라 
말하며 바른 길을 걷는 자들에게 
는1> 두려움도 슬픔도 없노라 

14. 그들은 천국의 주인들로 그 
곳에서 영생하리니 그것이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 

雜冷勢淑^錄어쇄' 

©성노 

15.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도하라 
인간에게 말씀하셨노라 어머니는 
고통으로 잉태하사" 고통으로 출산 

| 하며 임신한 기간과 양육하는 기 
간이 삼십개월이라 그가 성년이 
되고 나이 사십이 되면 주여 당신 

상요6^^ 
潮 J대K성^狀께雄^ ； 

빼^빠0心^5湖 

1 11-1) 꾸란 
2) 가난했던 빌랄，압마르, 슈하이바 그리고 카바바 둥 이슬람에 귀의하여 예언자 무함마드를 
따랐던 허약한 자 또는 하인들(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 31公성) 

■ 3) 메카의 불신자들 

12-1) 꾸란 
i 2) 구약《타우라} 
p 3) 꾸란 
^ 4) 구약(타우라) 

J 13-1) 믿음으로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율법 샤리아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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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께서 저와 그리고 저의 부모에게 
베풀어 주신 당신의 은혜에 저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하여 주소서 

! 그리고 당신이 기뻐하실 의로운 
일을 하고 저의 후손도 의로운 자 

N 들이 되도록 하여 주소서 실로 저 
1 는 당신께 회개하며 당신께 순종 
j 하나이다1ᅭ 

녀띠以射m典^觸，i 

® 述501士交^화々先⑶렇典화; 

16.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5 가장 훌륭한 행위를 받아주사 그 
응 들의 과오를 용서하여 주니 그들 
^ 은 천국에 사는 주인들 가운데 있 

게 되리라 그것이 현세에서 그들 
에게 약속된 진리라 

된《士分公系玄以'과의;1 
紙減쎄述與에 

17. 그러나 부모에게 거역하며 
내 이전에 많은 백성들이 죽었어 
도 부활하지 아니 하는데 제가 다 
시 부활하리라 제게 약속을 강요 
하나이까 라고 말하는 자 있도다 
부모는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며 
슬픈일이라 믿음을 가져라 실로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라 하니 이 

1 것은 옛 선조의 이야기에 불과한 
1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더라 

#述혀 々敗4W篇術效K 
세始빵拔노述화 : 

©立_뺐比미향송 ； 

18.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었으며” 

1 그들 이전의 영마와 인간들도 그 
들의 오만함으로 사라져 갔으니 

1 실로 그들은 손실자들이라외 

班:棟技해해 : 

® 좌빼!1我!^ : 

15-1) 인간의 온전한 행복이 3가지로 묘사되고 있다. I 
1 첫째，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5 
1 둘째，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 1 

셋째，자손들을 의로운 자로 만드는 것 " 
S (하-씨야 알바이타위 : 336/3) 유 

1 18-1) 그들 죄인들은 지옥의 백성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며 I 
1 2) “이맘 파크리”는 말하였다. 일부 사람들이 말하길，이 절은 “아브 바크르 시디끼”의 들 독 
! “압두 라흐만”이 이슬람에 귀의하기 전에 그에 관해 계시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것은 어 

I 떤 특정의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을바른 종교로 인도할 때 그것을 거 
1 역하고 혐오하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풀이되고 있다(Ibid p.11). 물론 “압두 1 
1 라在만”도 그의 아버지의 인도로 이슬람에 귀의하여 무슬림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타 

파씨르 카-피르 23/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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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모든 인간에게는 행위의 결 
과에 따라 둥급이 있나니u 하나님 
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들에게 
보상하시매 그들은 공평한 대우를 

리라 

20. 불신자들이 불지옥에 있게 
되는 날 너희는 현세의 생활에서 
좋은 것들을1> 부여 받고서 향락과 
오락에 탐닉했으니 오늘 너희에게 
는 수치스러운 응벌의 보상만이 
있을 뿐이라 이는 너희가 지상에 
서 오만해 하고 방탕했기 때문이 
라는 말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21. 아드의 한 형제 후드를 상기 
하라 그는 굴곡진 모래 언덕에1> 

거주했던 백성에게 경고했노라 그 
의 이전에도 그리고 후에도 그곳 
에 경고자는 있었노라 하나님 외 
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실로 
나는 위대한 어느날 너희에게 있 
는 응벌이 두려울 뿐이라2> 

22. 이때 그들이 대답하길 우리 
를 우리의 신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자 당신이 왔느뇨 당신이 진 
실이라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보이라 하니 

23. 그가 말하였더라 하나님만이 
그것을1> 아시는 것으로 나는 내게 

爲있成端雇映松화玉高 

삶起心쌌I 沙;7보상必多系 
이與端仏將如必銳 

©은冬2技^; 與 

典技나轉Vᄂ炎고피쌌匕沙남 

정여향때《따。校^ 
© 슨玄나상(그아三於占! 

행느의fe;後1 雄此必峰⑯ 

19- 1) 믿음을 가진 자(무으민)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등급이 있고 불신자(카피르)에게는 지옥에 머 
물러야 할 등급이 있다는 뜻 

20- 1) 음식, 음료수，의복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21- 1) 이흐까프 : 예멘 국가에 있는 모래로 된 구릉. “이브누 까씨르”는 그것올 모래로 된 산이라 
고 말하고，“까타다”는 예멘의 사막 유랑민들의 한 거주지라고 풀이하고 있다(Ibid p.46). 

2) 백성들에 대한 후드의 경고 

23-1) 불신자들에게 응벌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세지를 전하자 그의 오만한 백성들이 “하 
나님의 응벌이 언제이뇨?”라고 후드에게 묻자 “웅벌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는 것으 
로 그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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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계시만을 너희에게 전할 
뿐이라 그러나 너희는 오만한 백 
성임을 내가 알고 있노라 

24. 하늘에 구름이 나타나 그들 
의 계곡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그 
들이 보았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비를 내릴 구름이라고 말하매 그 
렇지 아니함이라1> 그것은 너희가 
서둘러 구한 재앙이요 고통스러운 
응벌의 바람이라 

25. 주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 
을 멸망케 할 것이라 아침이 되니 
그들 집들의 황폐한 흔적 밖엔 보 
이는 것이 없었더라 그렇듯 하나 
님은 죄지은 백성들에게 보상을 
내리니라1> 

26.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여하 
지 아니했던 번영과 힘을 그들에 
게2》주었고 그리고 귀와 눈과 마 
음을 주어 그 은혜를 인식하도록 
하였으나 그들의 귀도 눈도 그리 
고 마음도 그들에게 유용하지 못 
하여 그들은 계속해 하나님의 말 
씀을 거역하였으니 그들은 그들이 
조롱했던 것으로 완전히 포위되었 
노라3) 

27. 하나님께서 너희 주변의 고 
을들을 멸망케 하고1> 여러가지로 
예중을 보여 그들로 하여금 그분 
에게 귀의토록 하였을 때 

상文보 

而로^(3多^호^i匕任효 
6版想義、從있대쇼 t與 

©淑 

마；ᅵW 公녁숏 

® (16있슝찼 

샜比;;; 必;녀。fe政께 
셔후於각■대j 디 
必均々 一,샜새캇^匕淑 i 

、必次i;公6ᄂ; 고 I 예 i次“4 

®ui^ 

읾5版义나與 6以從대抑述우 

24-1) 후드가 그들에게 말하길, “그것은 너희가 주장했던 비가 아니라 너희가 서둘러 재촉한 응벌 
이라고 말하였다. 

法-1) 저17장 被절 참조 

26- 1) 메카 꾸라이쉬 족의 불신자들 
2) 아드 백성 
3) 메카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 

27- 1) 메카 불신자들에 대한 마지막 경고로 아드，싸무드, 싸바아 그리고 롯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경고하고 있다. 

빼■繼™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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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하나님 외에 그들이 가까이 
했던 신들은1> 왜 그들을 돕지 못 
하였느뇨2) 그렇게 할 수 없노라 
그것들은3》그들올 방황케 했을 뿐 
으로 그것은 그것들의4》거짓이었 
고 그들이 위조한 것이었노라 

이。、;公^최은⑶ 女5注 

® <5및j 

29. 하나님께서 영마의 무리로1》 
하여 그대에게 보내어 꾸란을 듣 
도록 하니 그들이 거기에 나타나 
말하길 조용히 귀를 기울이라 말 
하고 꾸란의 낭송이 끝났을 때 그 
들은 백성들에게로 돌아가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경고하더라2> 

ul책《“다系‘폐회士갖; I 

於义仏仏}휘班供쇄與松있않 

30. 그리고 그들은 말하길 백성 
들이여 우리는 모세 이후에 계시 
되어 그것을 확증하고 진리와 바 
른길로 인도하는 한 성서에1> 관하 
여 들었노라 

낫以分切t抄^)改찬齡 
©在文양從강 J 必‘述述故 : 

31.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그분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의 과오를 용서하실 
것이며 고통스러운 응벌로부터 너 
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1> 

고多◎起《細逆써뱌선^와^ 
©在冬5多 ? 

32.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에 응 
답하지 아니한 자 있다해도 그는 
대지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 

幻^c생' 必e다 (j與必應接4슝넜占石 
©與必換야^如 

1 28-1) 3) 4)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들 
1 2) 불신자들이 멀리했던 하나님의 응벌이 내려졌을 때 그들 불신자들이 숭배하였던 우상들은 
1 왜 하나님의 벌을 막을 수 없었는가! 

1 29-1) 나프르 : 3ᅳ10명 사이 
영마 : 제6장 100절 참조 

2)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로써，“영마도 꾸란을 듣고 믿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이라 알고 있거늘 너희는 불신으로 거역한단 말인가!(꾸르뚜비 해설 210/16) 

30-1) 꾸란 

31-1)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선지자이다. 선지자께서 인간올 하나님께로 
초대할 때 인간이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믿어 진실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과 
오를 용서하여 주고 부활의 날 고통스러운 벌로부터 보호하여 주신다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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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 못하니 그때 그는 하나님 외에 
어떤 보호자도 갖지 못하여 크게 
방황하게 되리라 

33. 하늘과 대지를 창조하신 하 
나님은 그것을 창조하심에 지치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그들은 알지 못하 
느뇨 그러함이라 실로 그분욘 모 
든 일에 전지전능 하심이라 

34. 불신자들이 불지옥으로 끌리 
어 가는 날 그래도 사실이 아니뇨 
라고 질문하니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매 너희가 진리를 거역 
한 것으로 너희는 이 벌을 맛보라 
하더라 

35.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그랬듯 
이 그대여 인내하라 그리고 그들 
에 대한 응벌을 서둘러 구하지 말 
라 그들에게 약속된 것을 그들이 
지켜 볼 그날이면 그들은 현세에 
서 한 시간도 체류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되리라 그대는 계시를 전 
하는 것으로 충분하노라 불신자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 
노라 

系쑈公고“겨步擔物겠했? 
身狀必潮뼛以起成結% 

남부과巧與 I 多難逆^ 
© 必釋^;地接허策5必 

巧公多52상;#今 I 느以벼혹J接 

® 以넷소양0겨起 나디 

- 며，«=3『 요 고--■ 대•第.，g 五-려物래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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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장 무 S마드 

메디나에서 계시된 38절로 이슬람법을 주로 언급하고 있어 다른 메 

디나 계시처럼 전쟁 또 살생의 법칙, 포로，전리품 그리고 위선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성전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본 장은 하나님과 선지자의 적들인 불신자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 
는 것을 시작으로 이슬람에 도전하여 선지자 무함마드를 거역하는 자 
들에 대한 성전을 언급하고 있다. 

그후 불신자들에 대항하여 투쟁하라는 명령이 믿는 사람들에게 내 
려지고 순교자{무자히드)의 검으로써 지상의 부패와 부정을 막아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 믿는 신앙인이 승리하는 조건으로써 하나님의 율 
법 샤리아에 따라 하나님의 종교를 지킬 때 승리한다는 것을 제시한 

후 메카 불신자들을 지나간 전 세대의 오만하고 거만했던 백성들에게 
비유하고 있다. 위선자{무나피크)의 권모술수는 이슬람과 무슬림에게 
위험한 것임을 제시하면서 믿음을 가진 신도(무으민)들에게 승리를 
약속 하면서 하나님의 길에서 성전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끝을 맺고 
있다. 

“이브누 압바쓰”와 “까타다”는 본장이 메카에서 무함마드가 메카를 
빠져나와 슬픈 마음으로 살던 집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내려진 장이라 

고 풀이하고 있으나 이 두 학자콜 제외한 다른 학자둘은 메디나 초기 

에 계시된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후자의 의견이 가까 
운 것으로 본다. 또한 본장은 성전의 장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한다<이 
브누 까씨르 제4권，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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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 장 

비로우시고 자에^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방황케 하시니라1〉 

2.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주님으로부터 무함마드에게 계시 
된 진리를]> 믿는 자 하나님은 그 
들의 과오를 거두어 주시며 그들 
의 위치를2 3> 높여 주시노라 

3. 그것은1》불신자들이 거짓을 
따름에 반해 믿는 자들은 주님께 
서 내려주신 진리를 따르기 때문 
이라 이렇듯 하나님은 비유로써 
인간에게 교훈을 주시노라 

4. 너희가 전쟁에서 불신자를 만 
났을 때 그들의 목들을 때리라1》 
너희가 완전히 그들을 제압했을 
때2> 그들을 포로로 취하고 그후 
은혜로써3》석방을 하던지 아니면 
전쟁이 종식될 때까지 그들을 보 
상금으로 속죄하여 주라4> 그렇게 
하라 너희에게 명령이 있었노라 

°士占” (公巧-今 

O 겠四⑶⑷仏노히3(與도# 

一少避다I화#，I接齡요체; 
必 고許與，^^^j 

1 

必 

의淡Sj^ 與 
冬색과冬；’軟박6砂노成 

難고，，®海W 

必’뵤 변多(결文※多피 I처 

1- 1) 하나님과 이슬람에 적대시하는 불신자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 
부니, 제17권 op, cit，p.19), 

2- D 꾸란 
2) 종교와 현세에서의 그들의 외적 그리고 내적 상태의 상승 

3- 1) 그들의 행위 및 업적을 헛되게 하고 방황케 하는 이유 

4- 1) 파 다르바 리까브 : “다르바”는 때리다，“리까브，，는 목이란 뜻으로 여기서는 "살해하라”는 뜻 
으로 풀이되고 있다(알타쓰힐 리울룸 알탄질 46/4). 

2) 적들을 살생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또는 포로로써 완전히 제압하여 적들이 더 이상 대항할 
힘이 없을 때는 나머지 적들을 포로로 잡되 살생하지 말라는 뜻이다. 

3) 아무런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아니하고 
4) 아군이 적들의 공격으로 피해가 많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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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그들에게 
응벌을 내렸을 것이라 그러나 그 
분은 너희로 하여금 성전하도록 
하였으니 이로 하여 너희를 다른 
자들에 비유하여 시험코자 하심이 
라 그러나 하나님의 길에서 살해 
된 자 있다면 그분은 그의 행위가 

I 결코 손실되지 않게 하실 것이라 

5.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사 그 
들의 위치를 높여주시고 

6. 그들에게 알려준 천국으로 그 
들을 들게 하노라 

7. 믿는 백성들이여 너희가 하나 
님의 목적을 도울 때 그분께서도 

| 너희를 도와 너희의 발을 견고하 
게 하여 주시노라1》 

8.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 
에게는 멸망뿐으로 하나님은 그들 
의 행위를 방황케 하시니라 

9.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 
시한 것을n 혐오한 것으로 인하여 
그분께서 그들의 행위를 무익하게 
했을 뿐이라 

10. 그들은 지상을 여행하면서 
그들 이전 백성들의1> 말로가 어떠 
했는가를 보지 못하느뇨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케 하셨으니 하나님을 
거역한 불신자들도 그와 같이 되 
니라 

©뼈54(多 

’ ( ©多M 

© 뼈於 次여松2與 

© 셌必« 物染他必J沙t雜 

■犯피뼈■최與 
© 必成교多數難公以篇心 

7-1) 너희 발올 확립하라 :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위치를 확립하여 준다는 의미로 풀이된 
다. 

9- 1) 하나님께서 계시한 모든 성서들 및 율법. 한편 “잠카사리”는 꾸란과 율법이라고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6권 op. cit，p.21). 

10- 1) 아드, 사무드 그리고 롯의 백성 등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오만하며 거만했던 그밖의 백 
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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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이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J 을 위한 보호자이시고 불신자들에 

게는 보호자가 없기 때문이라 

多;!多次요'안장^ 의^ 

i 12. 실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 
S 로움을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강이 
J 흐르는 천국으로 들게 하시나 하 
나님을 거역하고 현세에 탐닉하며 

' 가축처럼 음식을 먹는 그들의 거 
1 주지는 불지옥이 될 뿐이라 

善“ii!학1 

C公6^그따^在^上^더^ 

! 13. 그대를 추방한 그 도시의 백 
농 성들보다1》더 큰 힘을 가졌던 도 
| 시의 백성들도 그들의 죄악으로 
；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멸망케 했 

더뇨 그러나 그들을 도울 자 아무 
3 도 없었노라외 

핵其錄起^ 接起切^裝5 

技典S接效if : 

14. 주님의 길위에 있는자가 사_ 

: 악한 행위에 유혹되어 그의 욕망 
을 따르는 자와 같을 수 있느뇨 

섟 (정 ^향玉‘多i系1피 

15. 의로운 자들에게 약속된 천 
국을 비유하사1》그곳에 강물이 있 

J 으되 변하지2》아니하고 우유가 흐 
5 르는 강이 있으되 맛이 변하지3》 

아니하며 술이 흐르는 강이 있으 
! 니 마시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며 
S 꿀이 흐르는 강이 있으되 순수하 

고 깨끗하더라 그곳에는 온갖 과 
일이 있으며 주님의 자비가 있노 
라 이렇게 사는 자들이 지옥에 살 
며 끓는 물을 마셔 그들의 내장이 

교고以巧I々在숀SJi〔々최多흑ii(3포: :; 

: 

接^i 公^在^1 
벼폐 1 쇼^多占我님i技交々; 님3 

© 多次※않健次 

； 13-1) 메카의 백성들 
2) 선지자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나와 히라 동굴에 숨어 있다가 메디나로 이주(히즈라)하기 위 
해 동굴에서 나와 메카를 바라보면서 말하길，“그대 메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도읍이며 그 1 
리고 내가 사랑하는 도읍이라. 메카의 백성들이 그곳으로부터 나를 추방하지 않는다면 나 1 

! 는 이곳을 떠나지 아니할텐데 라고 말하자 이 절이 계시된 것이라고 ”이브누 압바쓰4•는 풀 
이하고 있다(하쉬아 알자말 알라 알잘랄라인 145/4). 

15-1) 믿음으로 의로움을 실천하는 자들(무따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약속된 천국 
i 2) 물의 냄새 
1 3) 오랜 기간이 지나도 냄새나 맛이 변하지 아니하는 달콤한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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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산조각이 되는 그들과 같을 수 
있느뇨 

16. 그들 중에는1》그대에게 귀를 
기울인 자 있으나 그들이 밖으로 
나가서는 그가 방금 말했던 것이 
무엇이뇨 라고 지식을 부여받은 
자들에게2> 말하더라 그들은 그들 
의 욕망을 따르는 자들로 하나님 
께서 그들의 마음을 봉하여 버린 
자들이라 

17. 그러나 인도를 받은 자 하나 
님께서 그에게 인도함을 더하여 
주실 것이며 사악으로부터 그들올 
더욱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 

18. 그들은 갑자기 닥쳐올 그 시 
각만을 기다리고 있느뇨 이미 그 
들에게 몇 예증이 있었노라1} 그것 
이 그들 위에 닥쳐올 때 그들은 
어디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이뇨2> 

19.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신이 
없음을 알라 그리고 그대의 잘못 
과 믿는 남성과 믿는 여성의 과오 
를 위해 용서를 구하라 하나님은 
너희의 행위와1> 너희가 거주할 곳 
을2> 알고 계시니라 

20. 믿는 자들은 말하니1ᅮ 왜 우 

心3'其※以'화 J책요路冗부石 
나교넛리/四낸방义쌨例교典 

©必取f與;세此)째 

© ^ 々紅必되있잤成與 

取抄轉싫明예셋6傑於 
©分與接於心與雄例 

(公化석고，犯此와奴년災 

16-1) 위선자들 
2) 무함마드의 동료들이면서 학자들이었던 “이브누 압바쓰”나 **이브누 마쓰우드”로 위선자들 

이 그들에게 묻기를，“무함마드의 심판에 관하여 방금 무엇이라 말했느뇨”라고 물었다<무함 
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6권 op. cit，p.16). 

18- 1) 예증 가운데 하나로 최후의 선지자 무함마드가 도래하였다. 
2) 후회도 그리고 회개도 유용하지 못할 심판의 날이 되었을 때 위선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19- 1) 현세에서 행하였던 모든 것 
2) 내세에서 거주할 곳 

20- 1) 믿음과 충성심을 가진 남성들은 그의 생명을 희생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려 명 
령을 기다린다. 그러나 위선자들은 그렇지 아니한다. 그들의 마음이 병들어 생명과 현세의 
삶을 두려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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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게 말씀이2> 계시되지 않느뇨 
그러나 말씀이 계시되고 그 안에 
성전하라 언급되니 마음이 병들어3ᅭ 
죽음에 이르는 자가 쳐다보는 것 
처럼 그대를 바라보는 자들을 그 
대가 보리니 그들에게 재앙이 있 
을 것이라 

21. 순종하며 o}름다운 언행이 
그들에 게 좋으니라 그러나 성전이 
결정되면 하나님께 충실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 

22. 너희가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면 지상에 해악을 퍼뜨리며 혈 
연관계를 단절하려 하느뇨]) 

23.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사1ᅭ 그들의 귀는 들리지 않 
게 하고 그들의 눈은 장님으로 만 
드시 노라 

24. 그들은 꾸란을 이해하려 추 
구하지 아니 하느뇨 아니면 그들 
의 마음이 닫혀있단 말이뇨 

25. 복음이 그들에게 밝혀진 후 
에도 외면하는 자 있나니1》사탄이 
그들을 유혹하여 거짓 희망으로 
기만했을 뿐이라 

起務松5 

⑷版必多뾔版與: 
© 셨⑶ 

淑'쇼必그貧샜必휀患왜쐈4版 

© 切棟v步抄님與《교起했 

@ 셌犯伊述^ 

2) “쑤라”는 장(chapter)을 의미하나 본절의 “쑤라”는 성전(지하드)에 대한 명령을 의미하는 것 
으로 본다(Ibid. p.25). 

3) 의심과 위선 

22- 1) 이슬람을 외면하고 옛 무지의 시대(자힐리야)에 있었던 상태로 되돌아가 지상에 해악을 퍼 
뜨리며 친척과의 유대를 단절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려 하느뇨?(Ibid) 하나님의 성서를 거역 
하며 살생하고 금기된 것을 탐닉했으며 친척들과의 혈연을 단절하며 하나님께 거역했던 백 
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너희는 보지 아니했는가? 

23- 1)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 그들로 하여금 방황토록 버려둔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그들 스 
스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25-1) 믿음을 가진 후 다시 불신하는 자 

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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效法雄^理«抵^賊抵s■法斑경空田 

26. 이것은 그들이1》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을2> 증오한 그들에게3J 
우리가 이 일의 일부분에 있어 너 
회에게 복종하리요 라고 말한 것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비밀들을 알고 계시노라 

부9一故igp接ys교남납 
©炎例藏法域셋 

27. 그러나 천사들이 그들의 생 
명을 앗아가며 그들의 얼굴과 뒤 
를 채찍질 할 때 그들은 어떻게 
되 겠느뇨 

28. 그것은1》그들이 하나님을 노 
하게 하는 것을2〉따르며 그분의 
기쁨에 역행되는 것들 때문으로 
그분은 그들의 행위들이 헛되도록 
하시 노라 

路從與起;쇼i版物따限雄 

29. 아니면 마음이 병든 그들이1>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오들을2> 밝 
히지 아니 하리라 생각하느뇨 

30. 하나님이 원하였다면 그분은 
그대로 하여금 그들의 표적으로 
인하여 그들을 알게 되었으리라 
그러나 그대는 그들의 언행으로부 
터 그들을 곧 알게 되리라 하나님 
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多;^’수多하 

一技於양必^:炎；述 
必 쌌때도技삐 

31. 하나님은 너희 스스로 성전 
하며 인내하는 너희를 시험할 것 
이며 또한 행위들로 시험하실 것 
이라1》 

상께;公^와炎範 
©必0秋G 

26-1) 위선자들(무나피크) 

2) 꾸란 
3) 유대인 

28- 1) 그러한 응벌이 내리는 이유 
2) 위선에 탐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과 성전을 중오하는 행위 

29- 1) 위선자들 
2)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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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나님을 거역하고1> 하나님 
의 길에 있는 자들을2} 방해하며 
복음이 그들에게 밝혀진 후에도 
선지자에게 거역하는 자들 있나니 
이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없 
노라 그분께서 그들의 행위를 헛 
되이 하실 것이라 

軸沒^따쌌拔 匕必닛版II 

©神別與;琴 

33. 믿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지자에게 순종하라 그 
리고 너희들의 행위를 헛되게 하 
지 말라 

©« j 

34.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길에 있는 자들을 방해하며 불신 
자로 세상을 떠나는 그들에게 하 
나님은 결코 관용을 베풀지 아니 
하시니라1ᅭ 

必鄭必必10^져次別好部1창 

35. 약한 자가 되어 휴전을 촉구 
하지 말라1> 너희가 위에 있노라2ᅳ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어3> 너 
회의 일들이 헛되게 두지 아니 하 
시니라 

故聲쇼奴！^청신교與도S방⑶ 
@夕湖逆꾜於: 

36. 현세의 삶은 유희에 불과한 
것이라 너희가 믿음으로 의로운 
자 된다면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보상을 주실 것이요 너희가 소유 
하고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 
니라 

其뼈 •遊抵있_» 

©빼均般期 

31-1) 시험과 시련은 인간 스스로의 영적 승화발전을 위한 것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선택의 행위를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다(제34장 21절 및 제3장 154절 
참조). 

32-1) 하나님의 말씀과 예중들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2) 이슬람에 귀의하여 무슬림이 되려하는 것올 방해하는 자들 f 

34-1) 하나님은 때가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귀의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관용을 베푸신 j 
다고 약속하셨으나 하나님과 비유하여 우상을 숭배한 불신자들은 결코 용서하지 아니한다 

는 것이다. 노 

35-1) 패자가 되어 불신자들과 휴전올 원하는 그러한 약자가 되지 말라 1 
2) 왜냐하면 너희는 믿는 신도들로 그들 위에 있기 때문이라 
3)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는 절은 적들에게 꼭 승리한다는 말씀(무크타싸르 이브누 
까씨르 338/3) 

深^^^^^^錢難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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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여 
너희에게 강요하는 것은 너희를 
인색하게 하여 증오감을 이르게 
할 뿐이라 

38.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재물 
을 쓰라고 하셨지만 너희 가운데 
는 인색해 하는 자 있나니 인색해 
하는 자는 그의 영혼에 거역하여 
인색해 하는 것이라 그러나 하나 
님은 풍요로우시니 너희가 가난한 
자들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 
노라 그래도 너희가 외면한다면 
그분은 너희의 거주지에 너희 같 
이 아니한 다른 백성으로 너희를 
대체하시니라 

©多四쟎;년冷셨必요 

빠必좌■때炎紙 

與，햇꽤兵빼 
©多3故1敎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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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나에서 계시된 29절로 이슬람법과 알반거래，신앙과 윤리등 다 

른 메디나 계시와 동일한 목적을 띠고 있으면서 이슬람법의 일부분을 

다루고 있다. 

본 장은 헤즈라 6년 선지자와 불신자들 사이에 합의 조인되었던 후 

데이비야 휴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이것은 최대의 승리라 일컬어지고 있는 메카 정복에 대한 이야기로 

이것을 믿는 신도들에게는 힘과 승리와 가능성을 심어 주었으며 그리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귀의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믿는 신도들의 성전과 그 성전에 참여하여 죽을 때 

7가지 하나님 사업을 위해 성전하겠다는 선지자 추종자들의 맹세 등에 

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마음이 병들고 위선으로 가득차 선지자와 믿는 신도들과 함께 성전 

에 출전하지 아니한 위선자들에 관한 이야기，선지자가 잠에서 본 꿈 

을 추종자들에게 이야기하자 그들은 기뻐하였으니 그것은 바로 선지 

자와 무슬림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메카에 입성한다는 꿈이었다. 그 

꿈이 실현되면서 믿는 신도들은 안전하고 평안하게 메카에 소순례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선지자 무함마드와 그분의 추종자들을 

위한 축복을 기원으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하나님께서 믿는 신도들에게 분명한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알려 줌으로써 본 장이「알파트흐」즉 승리의 장이라 불리워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대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6권 op. cit,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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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8 장 

자비로우시고 자에로우신 
하나님의 이^으로 

1. 하나님이 그대에게 분명한 승 
리를1> 베풀었노라2> 

2.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나간 그 
대의 과오를 용서하고 그대에게 
그분의 은혜를 충만케 하며 그대 
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3. 강력한 권능으로 그대를 도웁 
자고 하셨노라1》 

4. 하나님은 믿는 신도들의 마음 
속에 평안올 내려 주셨으니 그들 
로 하여금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고자 하셨노라 실로 하늘과 대 
지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나니 하 
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층만하심이 
라 

5.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남성과 
여성으로 하여금 물이 흐르는 천 
국으로 들게 하여 그곳에서 영생 
케 하며 그들의 과오를 제거하여 
주시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승리라 

6. 하나님께서 믿음을 위증하는 

_5'_1 
:보:座:- 一 

Q스安욋 k公冬多나友 

련 조，와^ 옆앞空空民il호용! 告로jyi 

■_ 

쨍^次與 t 과私第與 

©與逆A 힛公 

起뼈分여抄 

벼1 및始私…획i砂我 

빠쟎典펴쇼싫•及 
雜 6技성fe必^^必起^ 

© 1성나K丄令 

생^^빼빼;煙 

1-D 메카의 정복 
2) 본절은 후데이비야 휴전올 가르키는 것으로 이 조약에 의하여 오랫동안 이슬람에 대적하여 
오던 메카 꾸라이쉬족들은 이슬람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아라비아 반도 전체는 물 
론 전 세계에 이슬람이 자유로히 퍼져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것과 갈은 의미를 갖게 된 것이 
라. 

3-1) 이 후데이비야 조약의 결과는 다음 3가지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하나님의 은혜와 관용 
둘째，선지자로써의 명예를 충만케 하였으며 
셋째, 올바른 길 곧 이슬람의 문이 열리면서 메카는 이슬람의 상징적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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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여성 남성의 불신자와 여 
성의 불신자 하나님에 대하여 사 
악한 억측을 하는 자에게 응벌을 
내리시니 사악한 것들이 그들 주 
변을 맴도리라 또한 하나님께서 

£ 그들을 노여워 하사 그들을 저주 
하여 그들을 위해 지옥을 준비하 
여 두셨으니 사악함이 그들의 운 

: 명이라 

여께던功^■스， 
©裝故轉節!述^松故1 

| 7. 하늘과 대지의 권세가 하나님 
I 께 있나니 실로 하나님은 권능과 
1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0 々갈욧슝쓰16욧笑在생도安。，호우^ 

| 8. 하나님이 그대를 한 증인으로 
1 써 복음의 전달자로써 그리고 경 
| 고자로서 보냈노라1> 

©삐때이犯述隨 

9. 너희가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 
자를 믿고 그분을 영광되게 하며 

: 아침과 저녁으로 그분을 찬미하게 1 
: 하도록 하려 함이라 

: 

©■其 

10. 실로 그대에게 충성할 것을 
: 맹세한 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과 다를 바 없나니1ᅮ 하나님의 손 

； 이 그들위에 있노라의 그후 그의 
맹세를 깨뜨린 자는 스스로의 영 
혼을 해치는 것이라 그러나 하나 

1 님께서는 하나님과 성약한 것을 
1 수행한 자에게 곧 큰 보상을 주시 
1 리라 

ᄍ여■귀必與，!錢P : 

| 

8-1) 심판의 날의 중인으로써, 믿는 신도들에게 천국의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로써 그리고 불신자 | 
j 들에게는 불지옥이 있음을 경고하기 위해서이다. 

1 10-1) 후데이비야 협상에서 메카 꾸라이쉬족이 메카에 파견된 선지자의 대표단에게 대우를 잘하 I 
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아니했는지가 확실하지 못하여 1400-1500명이 군집하여 있던 무슬 J 
림 야영지에서 소란이 일고 있었을 때 그들은 크게 열광하며 아랍 관습에 따라 손에 손을 
얹고 선지자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하였다. 이것 자체로써도 도덕적으로 그리고 물질적 힘 

의 승리를 뜻하였다. 이슬람 역사에서는 이 사건을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맹세(Biat Ridwan) 
1 라 것이라 부르고 있다(Abdullah Y. Ali, op. cit, p.1393). 
! 2)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위치를 지켜보며 그들의 모든 | 

것을 알고 있다는 뜻으로 “이브누 까씨르”는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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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며^ 너與。◎넸 i犯^ 

次>乂，本 6功松與P 쑈 V# © 化，妙6敬캡灰此북 
11. 뒤에 남아 있던 사막의 아랍 
인들이1ᅮ 그대에게 말하리니 저희 
는 재산과 가족을 돌봄에 분주하 
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소서 라 
고 그들 마음에 없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말하도다 일러가로되 하나 
님께서 너희에게 재앙이나 또는 
행운을 주시려 할 때 어느 누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을 억제할 수 
있느뇨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노라 

12. 선지자와 믿는 신도들이 결 
코 그들의 가족으로 돌아갈 수 없 
으리라 너희가 생각했으나1> 그렇 
지 아니 했노라 그러한 방황이 그 
들 마음속에 장식되어 너희가 사 
악한 생각을 하였으니 실로 너희 
는 멸망할 백성이라 

13.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믿지 않는자 하나님은 그 불신자 
를 위해 타오르는 불지옥을 준비 
했노라 

14. 하늘과 대지의 왕국이 하나 
님께 있나니 그분이 원하는 자에 
게 관용을 베푸시고 그분이 원하 
는 자에게 벌을 주시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 
니라1) 

15. 너희가 전리품을 획득하려 
떠날 때 뒤에 남아 있었던 위선자 

⑷\ᄄ於했私 

©幽쑈在冬 

W 때와必效J ^ 

44冬’文空石견놋美 \ j在5U 守;公位)匕 我요 
©轉！沒必必致始5 

公;며夕M6회0與: 

11- 1》후데이비야의 해 무함마드를 따라 출전하지 아니했던 위선자들 

12- 1) 살해되어 영원히 고향과 가족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14-1) 죄인에게는 그 사악함에 대한 응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나 회개 
하여 하나님의 은혜속으로 들어옴으로써 그 죄인의 사악함욘 용서된다. 하나님의 정의는 
벌이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관용이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회개하는 자를 위해 
응벌보다 관용이 위에 있다. u하나님은 관용과 은혜로 충만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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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1ᅭ 저희로 하여금 여러분을 따 

라가도록 허락하여 주소서2ᅮ 라고 

말하더라 실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려3> 원하도다 일러 
가로되 너희는 결코 우리를 따를 

수 없나니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 
하셨노라0 하니 그들은 그렇지 아 
니함이라 너희가 우리를 질투할 

뿐이라고 말하니 실로 그들은 이 

해하지 못하더라 

싶쑈낫여보 蟲松起炎聲賊 
6빠故知쇼0改聲 

16. 뒤에 남아 있었던 사막의 아 

랍인들에게 일러가로되 너희가 곧 
힘이 강한 백성에1> 대항하여 전투 
에 초대되어 너희가 싸우게 되리 
니 그들이 항복할 때까지 싸우라 

그때 너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큰 보상을 베풀 것이요 

이전에 외면했듯 너희가 외면한다 
면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벌을 너 

회에게 내리시니라 

。於公，1(5차노;드 o!계I 士‘5후대:^ 
物々및지^5按^ 

17. 장님이나 불구자 그리고 환 

자가 출전하지 아니함은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과 선지자에 
게 순종하는 자 누구든지 그로 하 
여금 강이 흐르는 천국에 들게 하 

시며 외면하는 자* 누구든 고통스 

러운 벌을 주시니라 

旧| 典)j 茶u쌍爲외 
넣(뇨S휴옳心冬고;心:소 I，낯巧료ᄌ 

始교例I 

18. 실로 하나님은 나무밑에서 

그대에게 충성을 맹세한 믿는 신 
도들로 크게 기뻐하셨으며 그들의 

심중에 있었던 모든 것을 아시었 

必必i版^ 
不的_«疏며與방雄 

15-1) u후데이비아”의 해 선지자 무함마드를 따라 출전하지 아니했던 위선자들 
2) 여러분과 함께 “카이바르”에 출전하여 전투에 임하도록 허용하여 주소서 
3) “카이바르”의 전리품욘 “후데이비야” 백성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 위선자들이 
변경하려 하였다. 하나님께서 메카 정복에 대한 승리의 대가로 “카이바르”의 전리품들을 후 
데이비야 백성들에게 약속하였다(꾸르뚜비 해설 제16권 p.我). 

4) “카이바르”의 전리품은 후데이비야에 출전했던 신도들을 위한 것이라. 

16-1) 후네이파 자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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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 그들에게 평안을 베풀고 승 
리로써 그들을 보상하였노라1》 

19.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많은 
전리품을 얻도록D 하였으니 하나 
님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20. 이렇듯 하나님은 너희가 갖 
게 될 많은 전리품을 약속하신 후 
너희를 위해 이것을 서둘러 주사 
사람들의 손들을 제지하여1> 주셨 
으니 그것은 믿는 신도들을 위한 
예증이며 너희를 바론 길로 인도 
하여 주실 것이라는 예증이라2> 

21. 너회 능력안에 있지 아니한 
다른 전리품들이1> 있으되 하나님 
은 너희를 위해 준비하여2> 주셨으 
니 실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 
전능 하심이라 

22. 불신자들이 너희에게 대항하 
여 도전해 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분명 뒤로 돌아서리니 그때 그들 
에게는 보호자도 그리고 구원자도 
없노라 

©松淨 

必少⑷從燃많公松切於 
3接與^^^여했나☆逆; 

©廢W典必 

技16彩^써 입徒以 M政i때 

® 保藏義K戶 

i닥셨友攻、1섯괴;0公以신'多즛活i谷 

18- 1) 후데이비야의 나무그늘 아래서 하나님에게 충성할 것을 그대 무함마드 앞에서 맹세하였던 
신도들로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셨다. 이 맹세를 하게 된 이유와 동기에 관해 해설가들은 다 
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후데이비야에 도착하였을 때 “오스만 
븐 아관”을 메카로 보내 우무라(소순례)를 행하기 위하여 이곳 메카에 오게 되었다고 소식 
을 전하면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오스만이 그곳에 갔을 때 메카 꾸라이 
쉬족이 그를 구금하여 오스만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래서 선지자 무함마드는 
신도들에게 메카에 들어가 싸울 것을 촉구하자 모두가 선지자에게 맹세하였다. 이 맹세를 
“바이아트 리드완”이라 한다. 한편 이 소식이 메카에 전하여지자 그곳의 불신자들은 두려움 
과 공포로 오스만을 석방하고 무함마드에게 내년에 와 메카에서 3일간 체류할 것을 제시하 
면서 협상을 요구하였다. 그 당시 무함마드에게 맹세했던 신도수는 1400명 이었다고 전해 
지고 있다. 

19- 1) “카이바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다. 

20- 1) 카이바르 주민 및 “바니 싸드”와 “가뜨판” 동맹군의 힘을 제지하여 믿는 신도돌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하였다. 

2) “후데이비야”에서의 승리는 믿는 신도들을 위한 승리와 단결의 상징이었다. 

21- 1) 이슬람의 승리와 더불어 물질적, 정치적 승리는 물론 도덕적 그리고 정신적 승리를 일컫는다. 

2)44아하-따 알라 비하” :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에워싸다”가 언어적 해석이나 •■준비하여 주다 
또는 그들을 간직하여 주다”의 뜻으로 풀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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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그것은 이전에 있었던 하나 
님의 방법이1ᅩ었으나 너희는 하나 
님의 방법이 변경됨을 발견치 못 
하니라 

ᅳ◎一(■☆故必 딨…松 
: 

24. 사람들의 손들을 너희로부터 
유 제지하여 주사ᅬ 너희에게 승리를 

부여한 후 메카 중심부에서 너희 
의 손들을2〉그들로부터 제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실로 하 
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I 지켜보고 계시니라 

，致흙쇠:成;故，其 
® S잃公다公仏避5새*《싶니士& 

25.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 하람사원에 들어가는 것과^ 희생 
:: 제를 이행해야 할 곳에 이르지 못 
하게 하였도다 만일 너희가 알지 

i 못한 믿음을 가진 허약한 남성과 
여성들이3> 없었다면 너회는 그들 
을 알지 못한 이유로 증오스러운 

유 어떤 것들이4> 너희를 괴롭혔을 것 
이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분이 

i 원하는 자면 누구든 그분의 은혜 
i 속에 들게® 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구별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들 

: 중 불신자들에게 고통스러운 응벌 
을 주었을 것이라 

⑶여一⑶技W했必 ᅵ 

起與切成縱此抄과染3成^ 

故萬幻!雜^滿杖此均 a 

26. 불신자들이 그들 심중에 무 
유 지시대의 위선적인 오만을 가졌으 

껄구!一 1—3法 리로피5괴 (5혹社 

) 23-1) 순나 : 방법，길，관습. 

24-1) 메카 성역 가까이 있는 후데이비야에서 불신자들의 손들을 제지하였듯이 메카 불신자들의 ! 
손들올 제지하였으며, 

1 2) 믿는 신도들로 하여금 하람사원에서 살생을 하지 아니하도록 믿는 신도들의 손들올 제지하 
■ 였다. | 

法-1) 하나님과 선지자를 거역한 오만했던 메카 꾸라이쉬 불신자들 ! 
j 2) 후데이비야 해의 우무라(소순례)을 수행하기 위해 믿는 신도들이 하람사원에 들어가려 했 

올 때 메카 꾸라이쉬족 불신자들은 이를 막았다. 
3) 메카 주민들 가운데서 불신자들이 두려워 그들의 믿음올 감추었던 허약한 남녀 신도들이 
없었다면 

4) 이들과 불신자들이 뒤섞여 있어 누가 믿는 신도인지 알 수가 없어 잘못 믿는 신도까지 살해 
할 수도 있올 불행 

j 5) 믿음올 가진 자들과 불신자들이 완전 구별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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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 하나님은 그분의 선지자와 믿 
는 자들 위에 평안을 내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의로운 말씀2〉을 준 
수케 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받 
을 권리요 가치였으니 실로 하나 
님은 모든 것을 아심으로 충만하 
시니라 

27. 실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 
게 그 현몽이 사실임을 입증시켜 
주었으니ᄇ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삭발한 사람들과 머리를 짧게 깎 
은 사람들이 두려워 하지 아니하 
며 안전히 하람사원에 들어가리라2>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알지 못 
하는 것올 아시며 그것 이전에도3》 
하나님은 서둘러 승리를 주셨노라 

28. 복음과 진리의 종교를1> 하나 
님의 선지자에게 보내시어 모든 
다른 종교위에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중인은 하나님 
만으로써 충분하니라 

29.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시며 그와 함께 하는 자들은 불 

於^)^技좌■ 
짜많떠하;%起抄 

©以與，必必分離^i 

니^교難V强付災物必셌 
己男®述^成心니여 

® 일 

公與 與必너씻V此必::後必多 
® 於“玄스혼며조公!U>， 

終&폐※^，心해起從炎^ 

26- 1) 그들 마음속에 오만함이 생기자 평화협상 서한에 제일 먼저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 
나님의 이름으로” 라는 명칭과 11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표현 기입을 거절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당신을 따랐을 것이요”라고 말 
하면서 “당신 이름과 당신 아버지 이름”을 쓰라고 하였다. 

2) 칼리마트 타끄와 : 의로운 말씀이란 해석으로 유일신(타우히드)의 말씀 즉 “라 일라하 일랄 
라후”라는 표현으로 풀이되고 있다. 

27- 1) 선지자 무함마드는 그의 꿈속에서 그와 그리고 동료들이 메카에 입성하여 카으바 신전올 
돌며(따와프》예식을 행한 후 일부는 삭발을 하고 일부는 머리카락올 짧게 깎았던 꿈을 추 
종자들에게 이야기 하자 그들은 크게 기뻐하였다. 무함마드가 추종자들과 “후데이비야”로 
나갔을 때 메카 불신자들은 메카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위선자들은 선지자의 꿈 
올 조롱하며 “이 꿈이 어디서 온 꿈이요?”라고 비웃자 일부 무슬림들의 마음속에도 위선이 
잠재하게 되자，“실로 하나님께서 그 현몽이 사실임을 입중시켜 주었으니…”라고 계시되었 
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6권 op. cit, 여41》. 

2) 우무라(소순례)를 수행하기 위해 메카에 들어가 소순례를 행하고 머리를 삭발하거나 짧게 
자르는 것 

3) 후데이비야 협상 

我-1》이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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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들에 대하여 마음이 강하고 
그들 사이에는 인정이 많더라1》그 
들은 허리를 구부리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기원하는 
그들을 그대가 보리라 그들의 얼 
굴에는 부복한 흔적이 있도다2> 그 
것은 구약에 묘사한 것과3> 신약에 
비유되어 있나니 씨앗이 돋아나 
잎을 피우고 튼튼하여 지며 줄기 
로 자라나 씨앗을 뿌린 자를 기쁘 
게 하며 그로써 불신자들을 분개 
하게 하는 것과 같도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실천하는 자들 
에게 관용과 큰 보상을 약속하셨 
노라 

卽跡一‘꾀 S後 I:冷域私토 
a 후t心나如량以射〕細策 

호회i^^i；致爲af 換나多# 少 
©마靜SfJ一^낮與사巡!I 

29-1) 그의 종교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어려움과 고난이 따를 것이요 종교에 충실하며 경건한 자 
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용이 있을 것이라(아부 싸우드 Sd/5). 

2) 부복하여 예배를 많이 드렸던 흔적 
3) 불신자들에게는 고난이，믿음으로 예배를 많이 행하는 신도들에게는 자비가 있다는 것 

본^로^圖^^■被^^■■■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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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나에서 계시된 18절로 항구적인 교육의 현실과 윤리를 다루고 

있어 윤리의 장이라 부르는 일부 해설가들도 있다. 

본 장은 하나님께서 믿는 신도들에게 제시하는 예의범절로써 하나 

님의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예의를 시작으로, 선지자와 대화를 할 때 

목소리를 낮추는 예의，그분에 대한 존경과 예의로서는 일반 사람들 

에 대한 예의보다는 하나님 선지자로서의 예의를 촉구하는 한편, 믿 

는 신도들로 하여금 근거없는 풍문에 대하여는 경청하지 아니함이 예 

의임을 말하고 험담과 음모，중상모략, 믿는 신앙인에 대한 사악한 생 

각등을 경고하면서 동시에 도덕과 윤리를 촉구하고, 온전한 신앙인이 

란 믿음과 정직, 성전과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자임을 끝으로 묘사하 

고 있다. 

본 장이「후즈라트」라 불리워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무함 

마드 가정에 대한 성스러움을 언급하였는데 바로 그곳은 하나님을 기 

쁘게 한 믿는 신도들의 어머니들이 거주했던 방들이었기 때문에 후즈 

라트(방들》라 불리워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 

니, 제16권 op. dt,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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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 장 

자우시고 ；4에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믿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과 그 
분의 선지자 앞에서 자신을 앞세 
우지 말고1ᅮ 하나님을 두려워 하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 
고 아시니라 

2. 믿는 사람들이여 예언자의 목 
소리보다 너희의 목소리가 높아서 
는 아니 되나니 그분과 대화할 때 

는 소리를 높여서는 아니되매1> 너 
회가 알지 못하여 너회 행위가 헛 
되지 아니 하도록 함이라 

3.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목소 
리를 낮추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건함을 시험한 자들이라 
실로 그들에게는 관용과 큰 보상 
이 있노라 

4. 안방 뒷편에세> 그대를 소리 
쳐 부르는 자2> 그들 대다수는 알 
지 못하는 자들이라 

5. 그대가 나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그들에게 더 좋은 

0옮字1 -公 

典고知病麻々起少;I 必하鷄 
① 홈“端跡切與나 

혀때!과^^^ 

劉約多紙 

延A出대石핵爲화상 
I其쌌•꽤技머 敬1 

폐⑷嫌必쑈與必轉 

겠版抄;혜誤多! 

1- D 하나님과 선지자가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예의범 
절로 음식이 나올 때 먼저 먹지 아니하며，선지자와 함께 걸올 때 선지자 앞에서 걷지 아니 
하며，어떤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결정이 있기 전에 먼저 판단을 
내리지 아니하는 예의를 가르킨다<Ibid p.49). 

2- 1) 또한 선지자 무함마드를 부를 때는 이름이나 별명(쿤야)으로 부르지 말고，하나님의 예언자 
여!(야 나비얄라)，도는 하나님의 선지자여!(야 라술룰라)라고 부르는 것이 예의임올 제시하 
고 있다. 

4-1) 믿는 신도들의 어머니이며 선지자의 부인이 있는 방 
2) 바니 타밈의 부족올 대표하여 우나이나 후세인과 알 아끄라아 이븐 하-비쓰가 한낮에 침대 
에서 편히 쉬고 있는 선지자 무함마드를 찾아와 u무함마드，우리에게로 나오시요”라고 크게 
소리쳐 불렀다고 전하여 지고 있으며(알바이되위 해설，367/3) 이로하여 본절이 계시된 것으 
로 해석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6권 op. cit,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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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것이리라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6. 믿는 사람들이여 사악한 자가 
너희에게 소식을 전할 때는 그 소 | 

：! 식을 확인하라 이는 너희가 사실 
I 을 알지 못하여 백성에게 해악을 

끼치지 아니하고 너희가 후회하지 
않도록 함이라 

疏系沒棟좌 i齡必， 
©必섰往路成화後數^ : 

7. 그리고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함께 하고 있음을 알라 그가 어떤 

" 많은 일들에 너희의 뜻을 따랐다 

: 면 실로 너희는 곤경에 빠졌으리 
라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로 하여 

I 금 믿음을 더 사랑케 하고 너희 
3 심중을 더 름답게 하사" 너희로 

- 하여금 불신과 죄악과 거역함을 
증오하도록 하셨으니 실로 그것이 

1 옳은 길을 걷는 자들이라 

男 G⑯쇄상'必:起■鄕 
策與 d⑥때■次일故 接요 
句此述職與 效r沒 

©以^必 

8. 실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니 실로 하나님은 아심과 

1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2抄여S 

9. 믿음을 가진 신도들이 두 무 
리로 분리되어 싸운다면 그들 사 

i 이를 화해시키되 그들 중의 한 무 
리가 다른 무리에 대하여 죄악을 
범한다면 너희 모두는 그들이 하 

: 나님의 명령에1> 동의할 때까지 죄 
악을 범한 무리와 싸우라 그러나 

1 그들이 동의한다면 정의와 공평으 
로써 그들을 화해시키라 실로 하 

i 나님은 의로운 자들만을 사랑하시 
I 니라 

後多■此改緣 ■成改 

® 쑈니切상；切장 

S 10. 믿는 자들은 한 형제라1) 그 

1 9-1) 하나님의 율법 

10-1) 이슬람의 형제애는 믿음의 결함으로써 이슬람의 가장 큰 사회이념이다. 이 이념은 선지자 _ 

, 무함마드의 마지막 순례 때 행한 연설에 기초를 둔 것으로 이 이념이 성취될 때까지는 이 
^ 슬탐이 완전히 수행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_ 

接^^醜，，빼혔됐因!^函■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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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므로 싸우는 너희 두 형제들 사 
이를 화해시키며 하나님을 두려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은혜를 받 
으리라 

11. 믿는 사람들이여 사람이 다 
른 사람을 비웃지 않도록 하라 후 
자가 전자보다 훌륭할 수도 있노 
라 여성이 다른 여성을 비웃지 않 
도록 하라 후자가 전자보다 훌륭 
할 수도 있노라 서로가 서로에게 
중상하는 것과 저속한 변명도 아 
니 되니라 믿음을 가진 후의 저속 
한 이름은 사악한 것이며 회개하 
지 아니 한 자 실로 죄인이라 

妙紫값#※轉齡適路S 
|以⑮仏때玄巧文견3; 좌수 

6다 料 |고、®V55했i必쬐，炎 

© 6：，必쌓成夕^紙$ 

12. 믿는 사람들이여 가능한 의 
심을1> 피하라 어떤 일에 있어서의 
의심은 하나의 죄악이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지 말며 서 
로가 서로를 험담하지 말라 너희 
중에 죽은 형제의 살을 먹고자 하 
는자 of무도 없노라 실로 너희는 
그것을 증오하리라 하나님을 두려 
워 하라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 
비로 충만하시니라 

，必:은#G鄕誤I必 衣葬致: 

13. 사람들이여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사 남성과 여성을 두고 종 
족과 부족을 두었으되 서로가 서 
로를 알도록 하였노라 하나님 앞 
에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을 자는 
가장 의로운 자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관찰하시는 분이시라 

© 참舞砂氏兵能遊;與 

14. 사막의 유목민들이 저희는 
믿나이다 라고 말하도다 일러가로 

되 너희는 믿지 아니하고 귀의하 
였습니다 라고 말할 뿐이라 저희 

해리强藏U敏고故必행多 
’f■從교I!성소!起—®I以 

12-1) 의심을 경계하라(부카리와 무슬림) 

四WBIh III 'Hi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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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심중에 아직 믿음이 이르지 아니 
하였노라 만일 너희가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믿는다면 그분께 
서는 너희 행위에 대한 보상을 조 
금도 감소하지 아니 하시니라 실 

s 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 
하심이라 

©»次•效成9 1 

15. 믿는 신앙인이란 하나님과 
선지자를 믿되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그들의 재 

i 산과 생명으로 성전하는 자들이 
바로 믿는 신앙인들이라1ᅭ 

吹^ 版;;;此改1錄法與松 
째3않 k在公以公희 ;;세？사);^4“ 

16. 일러가로되 너희가 하나님께 
너희의 종교를 일러 주겠다는 것 

3 이뇨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과 대 
지위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심으 
로 충만하시니라 

守;선성:；다此淡;次^巡效雄 
©其f 沒 0M松교功쇼디 

17. 그들이 무슬림 됨이 그대에 
게 은혜를 베푼 것으로 생각하나 
일러가로되 너희가 무슬림 됨이 

1 나에게 은혜된 것이라 생각지 말 
, 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너희를 믿음으로 인도하셨 
나니 너희는 진실되고 성실해야 

하니라 

必必다抄與했取物聲섧4 
셨보占니^5與보니“。복5찬사功^ 

© 

18. 실로 하나님은 하늘과 대지 
1 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며 너회 
； 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 
? 시니라 

허物^!;在»홧 ； 

© (그5노2^ 

I 15-1) 온전한 신앙인이란 1 
1 첫째，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믿고 1 

둘째，의심하지 아니하며 
셋째，재산과 생명으로 성전(지하드)하는 것으로 교훈올 제시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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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장 까 프 

메카에서 계시된 45절로 이슬람의 기본 원리인 유일신, 메세지 및 
부활을 다루면서 특히 부활에 관하여 많이 언급하고 있다. 

본 장은 꾸라이쉬 부족의 불신자들이 거역한 신앙의 기본문제，즉 
죽음 후에 을 두번째의 생명과 부활에 관한 계시를 시작으로，부활을 
부인한 불신자들에 대해 경고하면서 하늘과 대지, 물과 식물, 열매 등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전 세대들 
가운데 있었던 위선자 또는 거짓했던 자들에 대한 이야기，그들에게 
있었던 응벌을 교훈으로 메카 불신자들을 경고하면서 심판의 날에 있 
을 응벌을 애기한 후，무덤에서 나와 그의 업적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는 교훈을 마지막으로 본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본장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꾸란 기적 중의 
하나인「까프」로 시작된데서 비롯한 것이 아닌가 사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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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우시고 자에^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0소5身 I 切^나 U-公 

1. 까프1> 이 영광스런 꾸란으로 
맹세하사 그대는 하나님의 선지자 
^2) 

2.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한 경 
고자가u 그들에게 나타나니 그들 
은 놀라며 이것은 신기한 일이라 
고 그들 불신자들은 말하더라 

3. 죽어 흙이 된 후 다시 우리가 
소생한단 말이뇨 그것은 이해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라 

® 김T《착往노，13)， 

4. 그들중에 얼마나 많은 무리를 
대지가 앗아갈 것인지 하나님은 
알고 있으니 그분에게 보존된 기 
록이 있노라 

5. 그러나 그들은 진리가1》그들 
에게 도래하였을 때 그것을 부인 
했으니 실로 그들숀 혼돈속에 있 
노^2) 

6. 그들은 그들위에 하늘을 쳐다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창 
조하고 장식하되 그 안에 한점의 
결함이 없게 하였는가를 그들은 
숙고하지 아니 하느뇨 

©황상표雄棟쇼乳좌轉兵 

® 義寒後私^策따多⑷公必 

삔따沒j旧잔싫相■與步f 

1- 1) 제2장 1절 참조 
2) 그대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선지자요 부활은 사실이라(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6권 op. 

cit, p.55). 

2- 1)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천국을 전하고，불신자들에게는 지옥의 옹벌을 경고하기 위해서이다. 

5-1) 꾸란 
2) 때로는 선지자 무함마드가 시인이라，때로는 마술사라，때로는 점장이라 하는가 하면 꾸란에 
대해서는 마술，시 또는 선조들이 우화라는 등으로 조롱하면서 그들 스스로 혼돈 속에 빠져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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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지를 넓게 두사 그 안에 확 
1 고한 산들을 두고 그 안에서 0}름 
! 다운 초목이 자응으로 성장케 하 
i 심을 숙고하지 아니 하느뇨 
:: 

쑈心여해述獨滿 版드。潮; 

:； 

8. 이로하여 하나님께 귀의하는 
1 모든 종들로 하여금 지켜보고 찬 
1 미하도록 함이라 

©、▲、々〔원《i怒 

9.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축복받 
J 은 비를 내리게 하사" 이로 하여 
i 과수원을 가꾸고 곡식을 수확하도 
J 록 함이라 

© 讀“»典■빠 

10. 높은1> 종려나무에 주렁주렁 
겹치게2> 열매를3> 주시어 

I 

I 11. 하나님의 종들을 위한 양식 
으로 하사 죽은 대지에 생명을 주 
시었으니 부활도1> 이와 같노라 

© 쓩쌨爲빼松、맞梅뺐技 

12. 그들 이전에도 내세를 부인 
한 자 있었으니 노아의 백성과 라 

j 쓰의와 사무드와직 
|| 

13. 아드와1〉파라오의기 롯의 형 
；； 제들과^ 

© 년必與公次紙:， 

14. 숲속의 동료들과1> 투바의2ᅮ 
1 

必災起넷삯延 

10-1) 싸-비 까-트 : 높은 
I 2) 나 뒤-드 : 위 아래로 겹치어 
| 3》딸운 : 아직 완전히 익기전의 종려나무의 열매 

11-1) 무덤에 있는 시체를 부활시키는 것은 죽은 불모의 대지에 비를 내려 식물이 돋아나게 하는 
j 것처럼 부활한다는 비유 

1 12-1) 제6장 24〜48절 참조 
1 2) 제我장 38절 참조 

3) 제26장 123-158절 참조 

1 13-1) 제26장 123—L58절 참조 
j 2) 제2장 49〜50절 참조 

3) 제7장 80-84절 참조 

14-1) 제15장 78ᅳ79절 참조 
j 2) 제44장 37절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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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들이었으니 이들 백성들은 선 
지자들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경고 
가 그들에게 수행되었노라 

© 分뇨;(多토 

15.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할 때 
부족함이 있었느뇨 그렇지 아니함 
이라 그들이 새로운 창조에 관하 
여 혼돈하여 의심하고 있노라1》 

©在“公公 c技j妙#3 

16.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사 
인간의 마음속에 속삭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인간의 목에 있 
는 혈관보다 내가 더 인간에게 가 
까이 있노라1》 

좌/必心빼 W被篇 
©一와4 

17. 두명이1> 임명되어 우측과 좌 
측에 앉아 인간의 행위를 관찰하 
고 있노라 

© 德 a碑在⑷成接句明 

18. 인간이 말할 때마다 함께 있 
S 던1> 천사에 의하여 감시되고 기록 
; 되며 

©松沒在逆납成必必 

19. 진리에 따라 죽음에1> 이르니 
그것이 바로 너희가 피하려 노력 
했던 것이라 말하여지며 

® 心占습조！낭수; 

20. 나팔이 울리니 그것이 바로 
1 경고받은 경고의 날이라 © ⑶必호좌⑭、d 님; 

' 15-1) 최초 창조에 결함이 없이 완전하였둣 죽은 자를 다시 창조하는 것은 더 쉬운 것이라 풀이되 
고 있다<Ibid p.57). 

16-1) 인간 생명의 혈관보다 천사들이 인간에게 더 가까이 있다고 “이브누 까씨르”는 풀이하고 
있다. 즉 인간 마음속에 있는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것으로 천사들이 이 
를 기록한다고 전하여지고 있다. 

17-1) 두명의 천사로 한 천사는 우편에, 한 천사는 좌편에 앉아 인간의 모든 행위를 기록하되 우 
편에 있는 천사는 그 인간의 선행올, 좌편의 천사는 그 인간의 죄악올 기록한다고 풀이되고 
있다((Ibid p.我). 

18- 1) 아티-드 : 인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항상 인간과 함께 한다는 뜻 

19- 1) 싸크라트 알마우트 : 아직 생명이 끊어지기 전으로 완전히 의식올 잃어버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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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그때 모든 인간은 그를 인도 
할 천사와 증언할 천사가 그와 함 

S 께 오니 

22. 너희가 오늘을 무관심했나니 
이제 우리가 그 베일을 거두어 주 

5 리라 그리하여 오늘을 보리라 

화또a 起立被 

23. 그의 동반자가 여기에 준비 
1 된 그의 기록이 저와 함께 있나이 
j 다 라고 말하노라 

© ^細切고起效$ 

24- 하나님을 거역했던 오만한 
S 모든 자들을 지옥으로 던지라1) 

@ 在雄換次■ 

25. 그들은 선을 실천함에 방해 ©내M※起6紋 
^ 하고 의심으로 죄악을 낳는 자들 
1 이며 

26.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숭 
배했던 자들이니 참혹한 고통 속 

3 으로 던지라 

© 싶과J십言요、冬H스1우6혹숏교 

27. 그의 동반자가 주여 제가 그 
를 죄악으로 유혹하지 아니했으며 

; 그 스스로 크게 방황하였나이다1》 

© 싫…딨(炎功;■舞;患效향 

28. 하나님이 말씀하사 내 앞에 
1 서 서로가 논쟁하지 말라 이미 내 
1 A 너회에게 경고했노라 

© 必成경t쇼또名與必與며 

29. 내가 내린 선고는1> 변경되지 
않노라 내가 내 종들에게 부당하 

i 지 않을 것이라 

_ 1 

I 24-1) 하나님께서 두 천사(인도하는 천사와 증언하는 천사)에게 오늘 계산의 날이 있올 것이라는 
J 것을 믿지 아니한 모든 불신자들을 지옥으로 던지라 하였다(Ibid p.59). 

! 27-1)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르자, “주예 사탄이 저를 유혹하여 죄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사탄은, "제가 유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방황하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29-1) 불신자들에게 옹벌이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 



30. 어느날 하나님께서 만원인가 
라고 지옥에 물으니 아직 더하여 
올 자가 있나이까 라고 말하더라 

31. 그러나 의로운 자들에게는 
천국이 멀지 아니 했으니 

32. 이것은 참회하여 하나님께 
귀의하고 그분의 율법을 준수하는 
의로운 자들에게 약속된 것이며 

33. 보이지 아니하며 자애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 하며 그분께 헌 
신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 

34. 편안히 그리고 안전하게 그 
곳에 들어가라 이것이 영생의 날 
이라 

35. 그곳에는 그들이 원하는 모 
든 것이 있으며 하나님 곁에는 더 
많은 것이 있노라1ᅩ 

36. 하나님은 그들 이전 그들 보 
다1ᅩ 강하였던 세대들을 그들의 죄 
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멸 
망케 하였느뇨 그때 그들은 지상 
을 방황하였으나 그들이 피할 곳 
이 있었더뇨 

37. 실로 이 안에는11 마음을 가 
진자와 귀를 기울인 자와 그리고 
진실되게 관찰하는 자를 위한 교 
훈이 있노라 

© 起M忠 

® ‘一냥!資0와冗^今切고 

必妙와 

©起與;述%보起^ 

신巡^;炎쑈此。士그比K따政 
@。용느公 

%객身년雄斗炎與■聲醜 
© 

35- 1) 더 많은 은혜로써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광이라고 풀이하고 있다<IbidL p.61). 

36- 1) 메카 꾸라이쉬 족의 불신자들 

37- 1) 강한 세대들을 멸망케 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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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8. 하나님은 하늘과 대지와 그 
들 사이의 모든 것을 육일간에 창 
조하심에 조금도 피곤하지 아니했 
노라1> 

© 

39.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것 
에1》그대는 인내하라 그리고 해가 
뜨기전에 그리고 해가 지기전에 
그대 주님을 찬양하라 

셌雜起;成 義마성歎我炎 
® 하3봄;。피 

40. 밤중에도 그리고 예배를 : 
린 후에도1>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微寒典如 

41. 그리고 멀지 않는 곳으로 부 
터 있을 천사의1> 부름에 귀를 기 
울이 라 

©一 악於 h松표技染與 

42. 그들이 진리의 소리를 듣게 
될 그날이 바로 부활의 날이 되 

43. 하나님이 생명을 주사 생명 
을 앗아가니 최후의 목적지는 그 
분이시라 

@ 도^법必^i 

44. 대지가 갈라지는 날 그들은 
서둘러 나와1> 다함께 모이나니2> 

그것이 하나님께 쉬운 것이라 

@ 接雜公후版 (我接Jl 與S 

38- 1) “하나님께서 하늘과 대지를 6일만에 창조하사 첫날을 일요일(아하드)이라 하고, 마지막 날 
을 금요일(주므아 : 모이는 날)이라 한 후 피곤하여 토요일(쌉트)에는 편히 휴식을 취했나 
니 이날이 휴식의 날이라"이라고 유대인들이 말하자 하나님께서 이를 부정하고 본 절올 계 
시한 것이라고 “까타다”는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사르 이브누 카씨르 37分성). 

39- 1) 유대인들이 38절에서 말한 것과 그밖의 메카 꾸라이쉬족 불신자들의 험담 

40- 1) 하루 다섯 차례의 의무예배 외에도 

41- 1) 무나-디 : 부르는 사람 또는 소환하는 자의 뜻으로 본절에서는 이스라필 천사를 가르킨다 
(아비 싸우드 해설 966). 

42- 1) 심판을 받기 위해 무덤에서 나오는 날 

44-1) 무덤으로부터 나와 
2) 심판을 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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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 장 지리야트 

메카에서 계시된 效절로 믿음과 하나님은 훌로 존재하시며, 가장 

위대한 분이라는 것과 그리고 믿음과 의로움이 신앙의 바탕이라 설명 
하고 있다. 

본 장은 구름을 움직이고 바다에 떠다니는 배를 움직이는 바람고h 
배로 하여금 물위에 순항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시 
작으로，메카 꾸라이쉬족의 불신자，꾸란과 내세를 불신한 그들에게 

내세에서 불지옥이 그들의 주거지가 될 것이라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 
한 후，믿음을 가진 의로운 신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세의 은혜와 
영광을 약속하셨다는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유일 
성과 인간창조 등에 관해 이야기하고，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오만 

하고 거만했던 지나간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응벌，아브라함과 롯，모 
세, 아드, 사무드, 노아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한 후 인간과 
영마의 창조，하나님에 대한 인식，경배 등에 관한 이야기롤 마지막으 

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본 장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어휘로부터 비 
롯한 것이 아닌가 사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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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 장 

자비로우시고 자에^우신 
^나님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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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끗多 K삶나，一’.t 

분산케 하는 바람으로1} 맹세 65J起端 

2. 무거운 것을 운반하는 구름으 
로1> 맹세하며 

©ty爲 

3. 순항하는 배로써 맹세하몌 ©與‘炎 

4.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축복올 
분배하여 주는1> 천사로써 맹세하 
노니 

5. 실로 너희에게 약속된 것은 
진실이라 

® 5흙고i; 고多ᄃ와 

6. 심판이 곧 오리라 ©知炎抄년往 

7. 완전한 궤도를 가진 하늘로 
맹세하나니 

8. 실로 너희는 일치하지 않는 
논쟁을1> 일삼는 자들이라 

© 一녀九的 

© c^3fc<Jy^o), 

1- D 먼지와 구름을 움직이는 바람 

2- 1) 무거운 비구름 

3- 1) 아담의 자손들을 태워 안전하게 순항하는 배 

4- 1) 하나님의 종들에게 일용할 양식이며 피조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분배 
하여 주는 천사들로 가브리엘 천사는 예언자들에게 계시를, 미카엘 천사로 하여금 양식과 은 
혜를，이스라펠 천사로 하여금 심판을 알리는 나팔을 불게 하고^ 이즈라엘 천사로 하여금 영 
혼을 거두게 하는 등 천사들에게 각각의 임무가 부여 되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7 

권 op. cit, p.6). 

8-1) 불신자 중 어떤 무리는 무함마드가 마술사라 얘기하고 어떤 무리는 시인이라 에기하며 어떤 
무리는 미친 사람이라 서로 다르게 선지자 무함마드를 욕되게 하였다. 

理■년^최^株■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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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예 ....... 니기 그 - :■낙 救것 

9. 진실로부터 멀어져 현혹된 자 
| 마찬가지로 유혹되노라” 

© 到5 起내送 

! 10. 거짓하는 자들 위에1> 저주가^ 

1 있으리니 
©命쳇쑈 

1 11. 그들은 혼란의 홍수 속에서 
| 무관심했던 자들로1> 

© 占多匕效^往功 

1 12. 심판의 날이 언제 오느뇨 라 
j 물으매 

13. 그들이 불지옥에 들어가 태 
워지는 날이라 © 公兵與허좌쮸 

1 14. 이 벌을 맛보라 너희가 서둘 
j 러 재촉했던 것이라 

©必^허^接보 

15.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샘이 
1 있는 천국에서 거주하며 

©방창成i■成 

1 16. 주님께서 부여한 은혜속에서 
1 기뻐하나니 이는 그들이 의톱게 
| 살았기 때문이라 

j 17. 그들은 밤에도 많은 잠을 자 
| 지 아니하고D 교，j 

18. 이른 새벽부터 

19. 그가 가진 재산중에서 필요 
! 로 한 자와 요구하지 못한 자에게” 

I 일정한 몫을 베푸는 자라 

©과최，，j 

1 9-1) 꾸란과 무함마드를 믿지 아니하고 유혹에 빠진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으로부 1 
j 터 멀리 유혹된다. 1 

I 10-1) 예언자 무함마드를 시인, 마술사，미친사람 또는 거짓말장이라 말한 불신자들 1 1 2) 까뜰 : “살해하다”가 언어적인 뜻이나 본절에서는 저주라는 의미로 본다. i 
1 11-1) 내세의 일에 관하여 무관심했던 자들 

17-1) 잠을 자되 많이 자지 아니하고 예배와 기도를 드리며 

19-1) 마흐름 : 필요하지만 요구하지 못한 사람. 즉 부끄러움과 수치로 요구하지 못한 사람，정신 
적 풍요로움 속에 있어 그가 필요로 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여 요구하지 아니한 자，또 



제51 장 자리야트 : 20-27 998 

20. 대지 위에는 믿음이 확고한 
자들을 위한 예중들이 있으며 

© 좌히쓰 

21. 너희 마음속에도 있거늘 너 
회는 알지 못하느뇨 

: 

® 61넣왜5리炎江 

22. 하늘에는 너희가 일용할 양 
식이1> 있으며 또한 너회에게 약속 
된2) 것도 있노라 

® 강강;섰유조최 쓰 

P 23. 하늘과 대지의 주님으로 맹 
세하사■ 이것은 너희가 서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라 

©⑶多心져교效!必3 

24. 아브라함의 존경받는 손님의 
얘기가1> 그대에게 이르렀느뇨 

® 성겠 *보',左““연그^ 

25. 그들이1〉그에게 평안하소서 
라고 인사하니 그도 평안하소서라 
고 알지 못한 그들에게2> 인사하더 

S 라 

©必책후射比，넜雄과 

26. 그때는 재빨리 그의 집안으 
1 로 들어가 살찐 송아지 한마리를 
j 가져솨) 

® 士4—技“必3約? 

27. 그것을 그들 앞에 놓으면서 
드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였더 

t 라 

는 정신적 장애로 요구할 줄 모르는 자 또는 말을 못하는 사람은 물론 요구할 줄 모르는 동 
물까지도 포함된다{제2장 177절 및 273ᅳ274절 참조). 

22-1) 모든 것을 생동케 하는 비 
j 2) 보상과 응벌 

1 24-1) 가브리엘，미카엘, 그리고 이스라펠 천사들(꾸르뚜비 해설 3^8) 

25-1) 천사들 
2)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와 인사하매 아브라함도 그들 천사들에게 인사하였으나 아브라 
함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여 ᅳ당신들은 어디서 온 누구들입니까?”라고 하면서 인사 

1 하였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7권 op. cit, p.8). 

26-1) 손님올 대접할 때는 손님이 대접을 받았다는 것을 느끼지 않도록 조용하게 그러나 드러나 
J 지 않게 그리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대접하는 것이라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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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그들이 먹지 아니하자 그는 
그들을 두려워 하였노라 이때 그 
들이 두려워 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에게 총명한 아들이1》있을 것이 
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였더라 

29. 이때 크게 옷으며 그의 아내 
가 다가와 그녀의 이마를 때리며1》 
늙고 불임의 여성이2> 애를 갖는단 
말이요 라고 말하매 

30. 그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 
씀이 있었으니 실로 그분은 지혜 
와 아심으로 충만하심이라 대답하 
였더라 

31. 그가1) 入자들이여2) 당신들 
f 의 용무는 무엇입니까 물으니 

32. 그들이” 말하길 우리는 죄악 
에 빠진 백성에게 보내어져 

I 
•J 

33. 그들 위에 찰흙의 돌을 빗발 
누 처럼 보내니 

34. 그것은 죄지은 자들에게 주 
님의 표시가 찍혀1> 보내진 것이라 
하더라 

® 必必복邊•향;ᄌ炎 

沒고忘^ 以 I約敬년麥 
©接유 

©，피T炎明께 

® 치與y 혁Jps 

© ※(겼3척♦(노次 

我-1) 그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부인 싸라에게 O}들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으로 
이 아이는 이삭이라고 풀이되고 있다(Ittd P.9). 

29-1) 어떤 이상한 일로 여성이 놀랄 때 습관적으로 그녀의 이마를 때리는 습관 

2) 그때 싸라의 나이 99세，아브라함의 나이 120세였다(하-쉬야 타프씨르 알잘라라인 : 12分切. 

31- 1) 아브라함 
2) 어떤 중요한 일이 아니고서는 여러 천사들이 한번에 내려온 적이 없는데 여러분이 내려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질문하였다(알바위다위 해설 167/4). 

32- 1) 천사들이 

34-1)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징벌이 율법안에 표시된 것처럼 모든 죄악은 그 죄악에 상응하는 벌 
올 받게 된다(제11장 效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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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ᅩ...■.계■ᅩ---— 

35.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1》있었 
} 던 믿음을 가진 신도들을 구하노라 

合쇄씨과더 

36.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정 외에 
I 는^ 어떤 무슬림도 발견치 못하여 

®(S피公分J쓘多⑶◎公 

37. 무서운 징벌을 두려워 하는 
그들을 위해 그곳에 예증을 남겨 

； 두었노라 

©셨최述빼1調雜務 1 

38. 모세의 이야기 속에도 예증 
이 있나니 보라 하나님은 그에게 
명백한 권능을 주어 파라오에게 
보냈노라 

©“스다»(抄逆;요技1技 | 

39. 그러나 그는1> 그의 군대와 
1 더불어 외면하며 그는 마술사인가 
아니면 미친 자인가 라고 말하였 

I 더라 

©餘敬서私與按 

40.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와 그 
리고 그의 군대를 포획하여 바다 
속에 던졌으매 그에 대한 비난은 

； 당연했더라1> 

©상必抄d次成幻^있成 S 

41. 아드의 백성 속에서도 예증 
이 있나니 보라 하나님이 그들에 

I 게 파멸의 바람을 보냈으니 

42. 바람이 불었던 곳에는 아무 ©在，效섟^대伊乂紙* i 

^ 35-1) 롯의 백성이 거주한 고을 j 
j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서 발견된 의로운 사람들이란 그들에게 보내어진 선지자 롯과 그를 

따랐던 가족 및 추종자들 만이 구제되고 사악한 백성들 모두는 빗발치는 돌 벼락에 멸망되 추 
었다고 "알리 유스프”는 풀이하고 있다(Abdullah Y. All, op. cit，p.1425 Note No.5013). 

1 36-1) 롯과 그의 두 딸로 그의 아내는 롯을 따르지 아니하여 멸망하였다(무자-히드). (제11장 81 

5 절 참조) 

I 39-1) 파라오 

40-1)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한 애굽인들 모두가 멸망하였다. 그리하여 백성들 모두는 그들을 잘 Ji 
1 못 인도한 것으로 파라오를 비난 하였다. 파라오에 대한 이 비난은 당연하였다. 이때 파라 ^ 

오는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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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것도 남겨진 것 없이 재처럼 파괴 
:: 되어 버렸더라 

寒 

43. 사무드 백성 속에서도 예증 
스 이 있었으니 보라 잠시동안 향락 

하고자 하였으되 

@ 옳(多이多위次以公i 
f 

융 

44.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거역 
하였으매 지켜보던 징벌의 광음이1> 

그들을 멸망케 하였더라 

핵；接項1此뒤多2 | 

45. 그들은 일어설 수도 없었고 
；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없었노라1》 

@ (士兵！성浴^!^호은신;。리^ 

46. 그들 이전의 노아의 백성도 
j 그랬으니 그들도 사악한 백성들이 
| 었노라1) 

| 
d 

47. 하나님께서 하늘을 두권 
1 능과 능력으로1> 높이 두고 넓게 
I 두셨으며 

©여없4짜衣幻 

48. 대지를 두되 넓게 펼쳤으니 
요 얼마나 름답게 펼쳐 졌느뇨 1 

! 49.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 
f 시되 자웅을1> 두었으니 이로 하여 
f； 너희가 교훈을 얻도록 함이라 

® 6分도 피在腦切移必 

50. 그러므로 서둘러 하나님께로 
1:, 오라1》실로 나는 그분께서 너희에 
1 게 보낸 분명한 선지자라 

J 44-1) 싸-이까트 : 번개와 천둥소리 같은 기절케 하는 소리(제2장 55절 참조) 

1 45-1) 무서운 광음을 피하여 도주할 수도 없었고 그 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없었다 

1 46-1) 노아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대홍수에 의해 멸망되었다<귓7장 59-64절 참조》. 

J 47-1) 아이드 : 능력 및 힘 

49-1) 남자와 여자, 단 것과 쓴 것，하늘과 대지 태양과 달j 낮과 밤, 빛과 암흑 선과 악 둥 서로 
대조되는 것을 의미한다(사프와트 타파-씨르，제17권 op. cit, p.13). 

50-1)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또는 불신으로 인하여 닥쳐올 응벌로부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만끽하게 될 보상으로 귀의하라((bid.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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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올 
숭배하지 말라 실로 내가 그분으 
로부터 너희에게 온 분명한 선지 
자라 

分쌔^^冬必 

52. 그들 이전에도 선지자가 백성 
들에게 왔으되 그들 또한 그는 마 

p 술사요 아니면 미친자라 말했더라1> @호突錄께 

53. 그들이 서로에게 상속한 유 
산이라도1> 된단 말인가 실로 그들 
은 오만한 백성들이라 

© (S致裝突차젖 

54. 그러므로 그들을 멀리하라 
i 그리하면 문책받지 않을 것이라 

육고在책券던多 

56. 그러나 그대의 메세지를 가르 
치라 믿는 신도들에게 유익하니라 

56. 내가 영마와 인간을 창조함은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57. 내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 
을 구하지 아니하며 또한 나를 부 
양하길 바라지도 않노라 

® 있5녀 必^占김往 

58. 실로 하나님은 권능과 힘의 
1 주님으로서 일용할 양식을 베푸는 
수여자이시라 

©⑶ •■必公1홧 

59. 죄지은 무리는 그들 동료의 
무리와 유사한 벌을 받노라1> 그러 
므로 나에게 서둘러 구하지 않도 

1 록 하라 

_Tv化와抄其險4邊 
©必一今送 , 

I 班-1)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로하는 절로써，“메카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이 그대를 시인이요» 또 
는 마술사요* 또는 미친자요”라고 욕되게 한 것으로 슬퍼하지 말라. “그대 이전에 온 선지자 
들도 그들 백성들로부터 그와 같이 욕됨을 받았느니라”라고 위안하고 있다. 

1 53-1) 거짓하는 행위 

f 5&-1) 선지자 무함마드에 거역한 불신자들은 그들의 선조였던 노아나 아드 그리고 사무드 백성들 
I 이 받았던 옹벌과 비슷한 벌들을 받게 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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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장 뚜 르 

메카에서 계시된 49절로 다른 메카 계시들과 마찬가지로 이슬람의 
기본원리인 유일신，메세지 및 부활과 보상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불신자들이 내세에 가서 받을 응벌은 불신자들에 대한 당연한 대가 
로서 어느 무엇도 그 응벌을 막아 불신자들을 보호하여 줄 수 없다는 

경고를 시작으로，“믿음으로 의로운 자는 천국에 들게 되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온갖 행복을 맛보게 되매 아름다우며 순결한 아내 
(Huwar Ain)와 자손과 온갖 음식과 음료수, 과일이며 고기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은 지상에서 보지 못한 것들이라”는 것을 애기한 후 압둘라 
의 아들 무함마드는 불신자들에 대한 견책과 경고를 계속하면서 하나 
님의 사업을 수행함에 부딪치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애기를 
마지막으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던「뚜르」산을 시작으로 본 장이 게시되 

었다는 점에서 “뚜르”장이라 불리워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디{무함마 
드 알리 알사부니，제17권 op. cit, p.16). 뚜르는 일반적인 산 또는 시 
나이 산으로 알려져 있다. 



자비로우시고 자에로우신 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1. 뚜르 산으로 맹세하사” 

2. 기록된 성서로 맹세하며1》 

3. 그것은 펼쳐진 양피지에 기록 
된 것이라 

4. 경배하기 위해 방문이 잦은 
카으바 신전으로 맹세하며1》 

5. 높은 하늘로1》맹세하며 

6. 만조가 된 바다로 맹세하나니 

7. 그대 주님의 벌은 반드시 내 
릴 것이라 

8- 어느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노라 

9. 하늘이 진동하는 날 

10. 그리고 산들이 휘날리는 날 

11. 그날올 거역한 자들에게 재 
앙이 있을 것이라 

12. 그들은 허위에 몰두한 자들로 

1-1)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던 시나이 산 

O고‘찾 I (1쇼-^ 

® 多호혼태; 

© 향?等;；;從兵I 

0 一一鄭 

©※取 

© g 松辭 

©必與切系數 

2-1) 하나님께서 최후의 선지자에게 계시하여 기록된 꾸란 

4-1) 매일 70,000명의 천사들이 내려와 경배하고 하늘로 올라간 다음 다시 그곳으로 오지 않는다 
고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38公성). 

5-1) 싸끄프 : 언어적 해석으로는 천정이란 뜻이나 본 절에서의 의미는 대지를 침상으로 비유할 
때 하늘을 집의 천정으로 비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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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날에 소리치며 불지옥으로 
끌려가니 

14. 이것이 바로 너희가 거역했 
던1> 불지옥이라 말하여 지더라 

15. 이것도 마술이뇨 아니면 너 
회가 보지를 못하느뇨1> 

16. 그곳으로 들어가 맛보라1> 너 
회가 그것을 인내하던 또는 인내 
하지 못하던 그것은 너회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 

6J많料逆:取 거우觸々必와 

17.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은혜 
의 천국으로 들어가 

18.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푼 축 
복을 만끽하고 또한 그들의 주님 
은 불지옥의 응벌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노라 

19. 유익하고 즐거이 먹고 마시 
라 너희의 행위에 대한 결과라는 
말씀이 있으리라 

20. 그들이 침상에 줄지어 기대 
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눈이 큰 아 
름다운1> 배우자를 앉게 하시더라 

©在i 놘私劉此 

@ 在知’第t起환！■多 

© 옳》혹교多보복lJ久)、之以 

21. 믿음을 가진 자와 그들을 따 
라 믿음을 가진 후손들이 있나니 

워f典빼^ 

14- 1) 현세에서 거역했던 내세 

15- 1) 지옥으로 인도하는 “주바니야” 천사가 지옥에 들어온 불신자들에게 말하길, “현세에서 너희 
가 꾸란이 낭송되는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은 마술이라 했듯이, 이 불지옥의 응벌이 마술인 
가? 아니면 너희가 장님이라 보지를 못한가?”라고 말하고 있다. 

16-1) 이슬라우하 : 그곳에 들어가 불지옥의 타오르는 불에 태워져라 

20-1) 히와르 아인 : ‘‘히와르”는 아주 새하얀, ᅳ아인”은 눈이 큰 이란 뜻으로 가장 아를답고 순결 
한 여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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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후손들을 그들과 함께 
1 결합시켜 주리라 또한 하나님은 
I 그들이 행한 것들을 감하지 않을 
1 것이라 모든 인간은 그가 행한 것 

에 대한 책임이 있노라 

接^^뼈 技고藝 

® 起?：;여起移 

22.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과 
j 실과 육류를 부여하니 

炎찾녀端雄5« ； 

23.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해 
악이 없는 잔을1} 주고 받을 때 

대폐究犯TO 述雜 j 

24. 진주처럼 잘 보관된 소년이 
그들 주위를 돌며 시중들도다 

© 述效炎1셨요 拜상^4接; 

25.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다 
j 가서며 안부를 물으매 

1 26. 실로 저희는 현세에서1》우리 
보 백성들로 인하여 두려워 했나이다 
| 라고 대답들 하니라 

® (起빼私，施棟 
1 

1 27.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J 은혜를 베푸사 작열하는 열풍의 
5 벌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셨노라 

©셔^^®編於 : 

28. 실로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 
께 구원하였으매1> 그분은 은헤와 

J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생妙必와聲고 公。。故하 

29. 그러므로 훈계하라1》그대는 ©다%방分聲聲※a 與逆 

| 23-1) 천국에 있는 술은 머리가 아프지 아니하고 배도 아프지 아니하며 이성을 흐르게 하지도 않 
| 는 술이라고 풀이되고 있다(Ibid p.20). 5；] 

■ 26-D 아홀리나 : 언어적인 뜻은 우리의 가족, 가문이란 해석이나 본절의 의도는 대지위에서 살았 
6 던 현세를 가르키는 것으로 그들은 백성들의 불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 하였 

다<(Ibid). 

i 28-D 천국의 백성들이 말하길，“실로 우리는 현세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께만 의존하였 
1 으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응답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도다”라고 하였다(IWd 
1 p.21). J 

I 幻-1) 꾸란으로 그대의 백성을 7르키고 훈계하라. ： 
醜^隨^^^國因活■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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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2ᅩ 점장이 
도 아니며 미친자도 아니라3> 

30. 아니면 시인이여 시간이 흐 
름에 따라 그에게 어떤 재앙이 내 
릴 것이라고 그들이1> 말하더뇨 

31. 일러가로되 너희가 기다리라 
나도 역시 너희와 함께 기다리노라u 

32. 그들의 이성이 이것을1》종용 
한단 말이뇨 아니면 그들이 사악 
한 백성들이뇨 

33. 아니면 그가1> 그 메세지를 
위조하였다 그들이 말하느뇨 그렇 
지 않노라 그들이 믿음을 거역할 
뿐이라 

34. 그들이 사실이라면 그와 같 
은1〉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이르게 
하라 

35. 그들은 스스로 창조되었느뇨1ᅳ 
아니면 그들 스스로가 조물주이더뇨 

36. 아니면 그들이 하늘과 대지 
를 창조하였다 하더뇨 그렇지 아 
니하니 그들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없을 뿐이라 

2) 선지자로 선택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메세지를 받은 은혜 
3) 불신자들이 그대를 조롱하고 욕되게 하는 점장이도，시인도, 미친자도 아닌 은혜받은 자라. 

30- 1) 불신자들 

31- 1) 내가 죽기를 너희가 기다리듯 나역시 너희의 멸망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32- 1) 무함마드가 시인이요，점술장이요，또는 미친자라 말하는 그들의 거짓행위 

33- 1) 선지자 무함마드 

34- 1)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낭송한 그와 같은 말씀 

35- 1) 창조주께서 창조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창조되었다는 뜻으로 불신자들은 창조주의 존재와 
창조주의 창조를 부인하려 하였다. 

接^^^^陳혈^■路^，因因 유없n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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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주님의 보물이1》그들에게 있 
다 하더뇨 아니면 그들에게 절대 
적 권능이 있다고 하더뇨 

38. 아니면 그들이 하늘에 올라 
비밀을1> 들을 사다리라도 가지고 
있느뇨 그렇다면 그 비밀을 들었 
던 자로 하여금 명백한 증거를 입 
증하라 

39. 너희는 아들이 있는데 하나 
님은 딸들만 있다는 것이뇨1> 

40. 그대가 그들에게 보상을1》요 
구하여 그들이 부채로 무거운 짐 
을 지게 되었단 말이뇨 

41. 아니면 그들에게 보이지 않 
는 것이1> 있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느뇨 

42. 아니면 그들이 그대에 대하 
여 음모를 꾸미느뇨 하나님께 도 
전하는 자 스스로 그 음모에 빠지 
게 되노라 

43. 아니면 그들에게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 있다 하더뇨 그들 
이 숭배하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 

37- 1) 카자이누 : 하나님의 은혜와 일용할 양식 
“이브누 압바쓰”는 비와 일용할 양식으로，“아크라마”는 선지자로서의 선택받음 이라고 각 
각 풀이하고 있다(꾸루뚜비 해설 74/17). 

38- 1) 천사들의 이야기와 계시 

39- 1)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인하려는 의도로 하나님께 아들이 있고 딸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 
님을 인간의 세계로 끌어 내리려 하고 있다. 옛 아랍 미신에 의하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딸 
이라 묘사하였다. 이는 그들이 딸을 갖는 것을 수치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딸이 있다 
는 것을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을 부정하려 했기 때문이다{제16장 57ᅳ59절 참조 및 
Abdullah Y. Ali, op. cit, p.1439 Note No.5073 참조). 

40- 1) 하나님의 메세지를 전하고 종교의 규범을 가르쳐 준 대가 

41- 1)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영역 

빼因^^^證，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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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그들은 그들 위에 떨어지는 
하늘의 조각올 보고서도 이것은 
구름덩어리라고 그들은 말할 것이 
라 

45. 그러므로 그들이 공포로 쓰 
러지는 그날을1> 맞이할 때까지 그 
들을 버려두라 

46. 그날이 되매 그들의 음모는 
그들을 유용케 하지 못하고 구원 
도 받지 못하노라 

47. 실로 죄악을 저지른 자들에 
게는 그것 외에도 또 다른 벌이 
있을 것이라 그러나 그들 대다수 
는 알지 못하더라 

48. 그러므로 인내하며 그대 주 
님의 심판을 기다리라 실로 그대 
는 하나님이 그대를 보호하고 있 
노라 그리고 네가 일어설 때 그대 
주님을 찬미하라 

49. 밤중에도 그리고 별들이 질 
때에도1> 하나님을 찬미하라 

@ 셨”식체현63:^◎대1최S 

© 요必; 

® 61然씼빠端災^ 셨 

외⑶雜必…여端及被 
©心와 

어;私^^接心此과 
® J安起fe 척타 

® 一幻a:端쑈다,以 

45-1) 공포의 날，즉 심판의 날 

48- 1) 잠에서 깨어날 때 기도하라<이브누 압바쓰). 

49- 1) “파즈르 예배 전에 행하는 두 라카이■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보다 나으니라”(이브누 압바 
쓰 무크타싸르 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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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장 나 즘 

메카에서 계시된 雜절로 메세지와 부활에 대한 믿음 그리고 다른 
메카 계시와 유사한 내용과 목적을 다루고 있다 

본 장은 무함마드 선지：자에게 있었던 기적중의 하나인 미으라즈 

(Mi’r최)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인간의 이성과 율법학자들을 놀라 

게 했던 선지자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초대되어 그곳에서 목격한 놀라 

운 것들에 관해 언급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를 믿고 하나님 외에 
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영역과 계시를 믿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 후 불신자들이 숭배했던 우상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우상숭배 

또는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은 모두 다 무익한 것으로 공정한 보상이 

있을 심판의 날에 관하여，그리고 의로운 자는 그의 의로운 행위로 진 

리의 보상을, 사악한 자는 그의 사악한 행위로 사악한 대가를 받을 것 

이니, 전자에게 천국의 보상이 있다면 후자에게는 지옥의 보상이 있 

을 뿐이라 언급하고 있다. 

이 공정한 보상은 하늘에 계시된 성서들，그중에서도 최후로 완성 

된 꾸란에 의해 계산되어 보상된다는 교훈고ᅡ，인간의 생명을 주사 앗 

아가고 현세의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부활하고 모든 것을 창조하였으 

되 자웅과 음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관하여 제시한 다음， 

불신했던 아드의 백성，사무드，노아，롯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메카 

불신자들에게 교훈으로 제시하면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본 장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어휘로부터 비 

롯한 것이 아닌가 사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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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우시고 자에로우신 
하나님의 이^으로 

1. 지는1> 별을 두고 맹세하사 

2. 너희의 동료는1》방황하지도 
않고 유혹되지도 아니 했으며 

3. 그의 욕망을 말하고 있는 것 
도 아니라1> 

4. 그것은1> 그에게 내려진 계시 
라2) 

5. 그는1>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부터2> 배웠노라 

6. 그는1> 지혜를 가지고2ᅩ 나타났 
으니 

1- D 넘어가는 시각，즉 별들이 지는 시간. 한편 하싼은 44별들이 사라지는 심판의 날”일 것이라고 
풀이하고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시나 피조물은 창조주 이외 
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하고 있다(무함마드 알사부니, 제17권 op* dt, 
p.27). 

2- 1) 메카 꾸라이쉬족 불신자들에게 경고하는 절로서 너희 백성과 함께 거주한 선지자 무함마드 
는 진리의 길로부터 방황하지 아니하였고 바론 길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한 가장 훌륭한 안내 
자임을 메카 불신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IWd). 

3- 1) 선지자 무함마드가 그의 어떤 욕망이나 개인적 사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시를 통하 
여 계시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 

4- 1) 무함마드가 말하고 있는 꾸란 
2) 와히 : 계시，영감 둥의 뜻을 가지고 있으나 본 절의 의도는 천사들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 
의 말씀으로 풀이된다. “바이와위”는 하나님이 무함마드에게 계시한 말씀으로 풀이하고 있 
다(타프씨르 알바이돠위 171/4). 

5- 1) 선지자 무함마드 
2) 가브리엘 천사 

6- 1) 가브리엘 천사 
2) 훌륭한 지혜와 강한 체력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7권 

op. cit，p.28乂 

： H* “.“. ••:게-—스:두干u; 

파X편•수 ■다 

® osJjJl 公今5낯 

© 호寒^！多必 

©넜illi。신고 

各^ii校 



mm 

|| 7. 그는 지평선 가장 높은 곳에0 

1 있었노라 

■■-■，■■■-■，… 놔，，，，，:，ᅴ，■，，，，시 .=P 
:: 

I 8. 그런 후 그는 가까이 다가왔 
1 으니” 

9. 그 거리는 활 양쪽 끝 사이의 
1 길이1> 혹은 그보다 더 가까웠더라 

©i抑(화^ 1 

I 10.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그의 
1 종에게 전하고자 한 계시를 내렸 
1 으■미) 

|| 11. 그의1》마음은 그가 본 것에 
1 대하여2> 거짓함이 없더라 

1 12. 그래도 너회는 그가 본 것에 
| 관하예> 논쟁하고 있느뇨 

13. 실로 그는 다시 한번 그를1> 

1 보있:으니 

1 

7- i) 동쪽에서 해가 솟아 오르는 하늘의 지평선. “이브누 압바쓰”는 “우프끄 아을라”를 태양이 j 

솟아오르는 그 점이라고 말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8分17). 
한편 “카지느”는 가브리엘 천사가 선지자 무함마드에 나타난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인간의 형태로 나타났으니 그것은 무함마드 
이전 선지자들에게 나타났던 것과 같았다. 가브리엘 천사는 두차례 인간의 형태로 나타났 
으니 한번은 대지 위에서였고 한번은 하늘에서 나타났다. 그때 대지에서 나타난 곳이 “우프 
꾸 아을라”라고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카-진 213/4). 

8- 1) 선지자 무함마드 

9-1) 까우싸인 : 활 양끝의 사이 또는 그 이하의 거리란 뜻으로 선지자 무함마드가 신 옆으로 아 
주 가까이 다가왔다는 뜻으로 풀이됨(타프씨르 알알투-씨 48/27) 

11-1) 무함마드 t 

2) 선지자 무함마드가 인간의 형태로 본 가브리엘 천사. 선지자 무함마드가 가브리엘 천사를 
형태로서 보았을 때 600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브누 마쓰우드”는 전하고 있다(이 
맘 아호맏이 전하고 있음). : 

12-1) f이스라」와「미으라즈」에서 본 것을 선지자 무함마드가 이야기했을 때 메카 불신자들은 
이를 불신하였다. 1 

j 13-1) 가브리엘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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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마지막 시드라1> 나무옆에 있 
었더라 

®c>政，혹 

15. 그곳 가까이에는 영주할 천 
국이 있으니 

©(최歎육 

16. 보라 시드라 나무가 가리워 
지매1》 

17. 그의1> 시선은 흩어지지 아니 
하고 한계를 넘지도 않더라 

© 다피수!3ᄃ 

18. 실로 그는 가장 위대한 하나 
님의 예중들을1> 보았노라 

© 나보31冷닙?(노교 

19. 실로 너희는 라트와 웃자1>를 
보았으며 

20. 세번째의 우상 마나트1>를 보 
았느뇨 

© 상소획往산 

21. 너희에게는 남자가 있고 하 
나님에게는 여자가 있단 말이뇨 

©多상此》名多요 

— 

14-1) 시드라 문타하 : “시드라”는 나무이름, ••문타하”는 맨끝이란 언어적인 의미로 그 나무는 아 
리쉬 가까이 7번째 하늘에 있는 나무이며 뿌리는 강물에서 돋아난 것으로 아리쉬 우편 가 
장 마지막에 있는 나무이며 그 뒤에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곳이라고 일 
부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7권 (取 dt, p.28). 

16-1) 그분께서 시드라 나무를 보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빛이 그 나무를 
가리워 버린 것일거라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IbidL p,29). 

17-1) 무함마드 

18-1) 미으라즈가 있었던 밤에 선지자 무함마드는 하나님 왕국의 신비한 것들과 시드라 나무，베 
이틀 마으무르, 천국과 지옥, 인간의 형태로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 둥 그밖의 여러가지를 
보았다(Ibid p.29). ! 

| 19-1) 메카 불신자들이 숭배했던 우상의 이름 " 

20-1) 메카 불신자들이 숭배했던 우상 이름. 라트는 타이프에 있었던 우상，웃자는 가드판에 있었 
으며 44칼리드 이븐 왈리드”가 깨뜨러 버렸과 마나트는 카자에 있어 메카 불신자들이 숭배 
했던 우상(타파씨르 알카진 2W4) 
카으바 신전 주변에서 불신자들이 숭배했던 우상의 웃자는 대략 360개 이상으로 메카 정복 
시에 파괴되어 버렸다. 이중 가장 잘 알려진 우상들로는 “라트”, **웃자기와 *•마나트”였다. 메 
카를 정복하던 해에 선지자 무함마드는 “칼리드 이븐 왈리드”를 보내어 “웃자” 우상올 파괴 
하여 버린 것이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7권 (取 cit,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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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로 이것은 가장 공평치 못 
1 한 분배라 

23. 실로 이것들은 너희와 너희 
； 선조들이 고안했던 이름들에 불과 

하며 하나님은 그것들에게서 아무 
1 런 능력도 부여하지 아니 했나니 
을 그들은2》이미 주님으로부터 복음 
1 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측과 자신들의 저속한 욕망을 
따를 뿐이라 

_셨=4砂^^자ᄑ^ 
폐此必接상^A必 : 

念괘⑷班歌행t與^ ; 

24. 인간은 그가 원하는 것만을 
가지려 하느뇨 

25. 그러나 만물의 종말과 시작 
은 하나님 안에 있노라 

©(해技^ : 

26. 하늘에는 많은 천사들이 있 
으되 그들의 중재는 하나님이 선 

: 택한 자에게 그분의 허락이 있는 
이후가 아니고는 유용하지 못하노 

1 라1) 

쒔^1•在名 I 

27. 내세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천사들을 여성이라1> 부르니 

鮮^^; 

©(突빼 : 

28. 그들은 알지 못함이라 그들 
I 은 억측만올 따를 뿐이라 실로 억 
； 측은 진리에 대하여 0}무것도 유 
효하지 않노라 

辨i•있與화占빠 I 

® ^ 죄 1 士? 以y 

29. 하나님의 메세지를 외면하는 
자 그대도 그들을 외면하라 그들 
은 현세만을 추구할 뿐이라 

仏明射/“사넜分궤 
■I | 

| 23-1) 우상들 
1 2) 불신자들 

1 26-D 하나님 가까이 있는 천사들의 중재도 하나님이 허락되기 전에는 아무런 효용이 없는데 하 
물며 하나님께서 아무런 능력도 부여하지 아니한 우상들이 그들 불신자들에게 유용하겠는 f 

1 가? | 

1 27-1) 천사들을 하나님의 딸이라고 묘사하여 신의 속성올 저하시키려는 의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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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深핵^ 任作公液相:-和田병^不^^ 

30.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 
이라 실로 주님은 그분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아시고 계시며 또 
한 복음을 받은 그들도 알고 계시 
니라 

31.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 
이 하나님 안에 있어 사악함을 퍼 
뜨리는 자 그의 행위에 따라 벌을 
내릴 것이요 선을 실천하는 자 가 
장 좋은 것으로 보상할 것이라 

32. 큰 죄악과1ᅩ 수치스러운 행위 
룰2ᅩ 피하려 하는 자가 작은 실수 
룰3ᄆ 하였을 때 실로 주님은 충분 
히 관용을 베푸시니라 하나님은 
흙에서 창조한 너희를 아시며 또 
한 너희 어머니 태내에 있을 때의 
너희도 아시나니 너희 스스로가 
완전한 것이라 정당화 하지 말라 
그분은 사악으로부터 경외하는 자 
를 알고 계시니라 

33. 외면하는 자를 그대는 보았 

34. 조금 주면서 아까워 하는 자 
라1》 

35.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지식 
이라도 갖고 있어 그가 볼 수 있 
단 말이뇨1> 

次炎於端6副 松수雜 

炎， 
© 피쇼化多 \U^i^ 

태세배 
및;紀故必차처 S延抑多拔此!T 
© 錄敬^:m 

©必고님與切있 

32- 1) 하나님을 불신하는 무신론 및 하나님에 비유하여 우상을 섬기는 것, 살인 및 고아의 재산을 
부정하게 갈취하는 것 

2) 간음, 간통 
3) 입맞춤, 눈짓 연애，눈요기(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7권 op. cit, p.23) 

33- 1) 믿음과 복음을 외면하는 이 사악한 자를 무함마드여! 나(하나님)에게 일러다오. 

34- 1) "왈리드 이븐 알무기라”에 관하여 계시된 절로 무자히드는 해석하고 있다(Ibid p.33). 

35- 1) 하나님의 영역을 알 수 있어 그의 동료가 그를 대신하여 벌을 받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라도 
있단 말인가? 

顔，通^因賊^接^■圖^^後^^^^徒 §理期^^^田，■■■絲按往函■目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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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아니면 그가 모세의 성서속 
에 있는 것들을1> 알지 못하고 

37. 명령을1> 이행한2ᄉ 아브라함 
에 관한 이야기도 알지 못하였단 
말이뇨 

38. 짐진자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없으며1> 

39. 그가 노력하여 얻은 것 외에 
! 는 아무 것도 없노라0 

40- 그의 노력의 결과는 곧 밝혀 
| 지고 

41. 그는 완전한 보상을1> 받게 
되니 

42- 최후의 목적지가 그대 주님 
I 이라 
1 

43.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웃게도 하시고 울게도 하시며1》 

44.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생 
명을 주시기도 하니라 

@ 고分典石以 

® &S的환之I接交 

效fl 句셌疏 

©系W必切銳 

361) 모세에게 계시된 구약성서 속에 기록된 것. 

37-1)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메세지률 전달하라는 명령 
2) 와파 : 약속을 지키다，수행하다. 이행하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 
실때 아브라함이 이행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어느 무엇도 명령하지 아니했다고 “하싼”은 풀 
이하고 있다. 그것을 입증하는 꾸란의 말씀으로는 “그의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명령)들 

I 로 시험하사 그는 그것들을 수행하였도다. 

! 38-1)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도 없으며 또한 타인의 죄를 자기가 대신할 수도 없다 
S 는 뜻 

39-1) 자기의 짐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듯이 보상은 그가 노력하여 엄은 것 외에는 다른 사 
탐이 그에게 보상을 더하여 줄 수 없다는 뜻(타프씨르 알자-지 223/4) 

41-1) 인간의 업적에 따라 완전한 보상이 있으니 곧 불신자들에게는 지옥의 보상이요 믿는 신도 
들에게는 천국이라 

43-1) 천국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웃게 하고 지옥의 사람들로 하여금 울게 한다(무하-지드 : 알 
바흐르 알무히뜨 168선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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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자웅으로 남성과 여성을 창 
조하사 

46. 보존된 정액으로 부터라 

47. 하나님은 제이의 창조를 약 
속 사 

48. 부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 
며 

49. 하나님은 시리우스1> 별의 주 
님이시라 

50. 하나님은 힘센 옛 아드의 백 
성을 멸망케 하고1> 

51. 사무드 백성도 그렇게 하여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였으며 

52. 그들 이전의 사악하고 오만 
했던 노아의 백성도 그렇게 하였 
노라 

53. 하나님은 롯의 고을들도 전 
복시켜 

54. 응벌로서 그들을 감싸 버렸 
으되 

55. 그래도 너희는 주님의 은헤 
에 관하여 논쟁하느뇨1》 

49-1) 무지의 시대에 숭배했던 별 이름 

50*1) 사악하고 오만했던 아드의 백성에게 “후드” 예언자를 보냈으나 그들은 그를 거역하였으므 
로 소스라치는 바람을 보내어 멸망케 하였다. 

55-1) 인간들이여，그래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홀로 존재하심을 의심하고 거짓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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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 _ 
제54장 까마르 

메카에서 계시된 改절로 이슬람의 기본 원리를 다투면서 특히 꾸란 
의 말씀을 거역한 불신자돌에게 무서운 응벌을 경고하고 있다.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일어났던 여러 기적 중의 하나였던 우주의 신 

비와 달의 기적을 시작으로 불신자들 위에 있을 내세의 여러가지 상 
황을 묘사한 후 노아 백성들에게 있었던 교훈을 메카 불신자들에게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을 거역한 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케 했던 아드，사무드，롯과 파라오의 백성들에 관하여 묘 
사하고 있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거역한 불신자들에 있을 응벌을 언급하면서 믿 
음으로 의롭게 살0온 자들에는 기쁜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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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그들을 멀리하라 천사가1> 그 
I 들을 그들이 싫어하는 곳으로 호 
출하리라 

야紙，沒珍^ 

7. 그들은 초라한 눈동자로 무덤 
에서 나오니 메뚜기가 흩어져 나 

1 오는 것과 같더라 

8. 그들은 천사깨게로 달려가 오 
! 늘은 너무 어려운 날입니다 라고 
말하리라 

©혹쑈此교與 여敎成必法^ 

1 9. 노아의 백성이 선지자들을 거 
역했듯이 그들도 하나님의 선지자 
를 거역하며 여기에 한 미친자가 
있으니 그가 추방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노라 

년鄕功호後 必爲幻巧分 

10. 그때 그가 주님께 기도하더 
1 라 제가 허약하오니 저를 도와 주 
소서 

©과생다피改그 s 

11. 그리하여 하나님은 하늘의 
:; 문들을 열고 비를 내리게 하여 

©石炎兵^나必後^ 

! 12. 대지의 우물 속으로 흐르게 
하니 그 물은 이미 정해진대로 만 

1 나더라1> 

©;與i取紙拜雜公，終 

13. 하나님은 그를 널판지와 못 
으로 만들어진 방주에 태우니 

14. 그것은1ᅩ 하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떠 있었더라 그것은 불신 
당한 노아에 대한 보상이라 

©分여沙B接t接 

6-1) 다-이 : 부르는 자, 선교사, 초대하는 사람 둥 여러가지 뜻으로 본 절에서는 이스라펠 천사 
를 가르킨다(Ibid p.39). 

12-1) 하늘의 물과 대지의 물이 모여 불신자들을 멸망케 했으니, **불신자들은 익사할 것이 
| 라” (Ibid p.40) 

I 14-1) 방주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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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하나님이 이것을1> 예증으로 
남겼으되 그것을 교훈으로 받아들 
일 자 있겠느뇨 

16. 나의 응벌과 경고가 얼마나 
무서웠더뇨 

17. 꾸란을 이해하고 암기하기에 
쉼도록 하였으되 이를 교훈으로 
받아들이려 하는 자 있느뇨1> 

18. 아드 백성이 진리를 거역했 
을 때 나의 응벌과 경고가 얼마나 
무서웠더뇨 

19. 격렬한 재앙의 날 그들 위에 
모진 바람을1〉보내매 

20. 종려나무의 뿌리들이 뽑힌 
것처럼 사람들을 잡아 채었더라 

21. 나의 응벌과 경고가 얼마나 
무서 웠더뇨 

22. 꾸란을 이해하고 암기하기 
쉼도록 하였으되 이를 교훈으로 
받아들이려 하는 자 있느뇨 

23. 사무드 백성도 그들의 경고 
자들을1> 거역했더라 

24-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을 우 
리가 따라야 할 필요가 있느뇨 그 

©^占:淨篇次^!患述i 

©고冬어公^스與 

己정; 

@4治\스於노:分 

®…抄•행시과!외按法 

15-D 방주를 만들게 하여 노아와 믿는 신도들을 태워 구제하고 불신자들을 익사케 하여 멸망시 
켰던 대 홍수의 사건 

17-1) 하나님께서 꾸란을 이해하고 암기하기에 쉼도록 한 것은 꾸란을 가르기고 그것으로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알카지누”는 말하고 있다. 

19-1) 사르사라 : 춥고 모진 강풍，“이브누 압바쓰”는 혹추위，“싸디”는 격렬한 소리의 뜻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23-1) 그들의 예언자 살레를 거역하였다. 

，■■，■獨^^^抵 織■活■_■强^繼_H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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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한다면 실로 우리는 방황하 
며 미친 것이라 

25. 우리중에서 그에게1》계시가 
내려졌단 말이뇨 아니라 그는 거짓 
하며 오만한 자라고 하였더라 

26. 내일이면 누가 거짓하며 오 
만한 자 인가를 그들은 알게 되리 
라 

27. 하나님께서 암컷의 낙타를1> 
보내니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라 
그들을 지켜보며 네 스스로 인내 
하라2) 

28. 그리고 물이 그들 사이에1》 
분배되니 각자가 마실 물의 몫이 
정해지더라 

29. 그들이 동료를 부르니 그가 
칼을 들어 암컷의 낙타를 살해하 
였더라1> 

30. 이때 나의 옹벌과 경고가 얼 
마나 무서웠더뇨 

31.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풍을 
몰아치니 그들은 가축 사료사가 
만든 메마른 나무잎처럼 되어버리 
더라 

© ;建}U의效S 切따 드於£?• 

©외긺^技^ (公!延^松^;% 

©핵一多%炎典一潮청;家聲 

고此r石 

©/■괘紀多 

必取성샀IU一;^ 技1：應i 

25-1) 제26장 141니改절 참조 

27-1) 제7장 73절 참조 
2) 살레여 인내하며 그들을 지켜보라 

我-1) 계곡을 흐르던 물이 사무드와 암컷의 낙타 사이에 분배되니, “이브누 압바쓰”는 “그들이 마 
실 그날에 암컷의 낙타는 물을 조금도 마시지 아니하고서 우유로 그들의 갈중을 식혀주자 
그들 모두는 편안하였으며，암컷의 낙타 날에 암컷의 낙타는 물 전체를 마셔버리고 그들을 
위해 무것도 남겨 놓지 아니했도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140/17) 

29-1) 사무드 부족이 저주받은「끼다르 이븐 살-리프」를 데려왔을 때 그는 그 암컷의 낙타를 살 
해하여 그 고기를 먹어 버렸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7권 op. cit,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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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나님은 꾸란을 이해하고 
암기하기에 쉽도록 하였노라 이를 
교훈으로 받아들이려 하는 자• 있 
느뇨 

33. 롯의 백성도 경고를 거역했 
으니 

34.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풍의 
소나기를1〉보내 롯의 가족을2》제 
외하고는 멸망케 했으며 그 가족 
은 이른 새벽녘에 구했노라 

35. 이것이 하나님 은혜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노라 

36_ 그는1> 그들에게 하나님의 벌 
을 경고했으나 그들은 그 경고에 
대하여 논쟁을 했노라 

37. 그들은 그의 손님마제> 그들 
에게 항복케 하려 하였으니 하나 
님은 그들의 눈을 장님으로 하여 
버리며2> 이제 나의 응벌과 경고를 
맛보라 하시더라 

38. 다음날 이른 아침 영원한 응 
벌이 그들에게 내려졌으니 

39. 나의 응벌과 경고를 맛보라 

必쇼推 /■與雜篇 

김^ 匕느il학 

© 

®，니겠。技파必致1巡 

I多와燃« 々々從賊fi 

©化와:我致와篇 

® 4移고皮紀 

34-1) 하-씨브 : 돌 
2) 믿음으로 롯이 전한 메세지를 따랐던 신앙인들 

36- 1) 롯 

37- 1) 천사들 
2) 천사들이 롯에게 나타났을 때 롯은 천사들을 손님으로 맞이하였다. 이때 롯의 오만한 백성 
들이 롯에게 달려와 천사들을 욕되게 하려 하자 천사들은 문을 잠구어 버렸다. 그러자 이들 
불신자들이 문을 부수려고 시도하자 가브리엘 천사가 문밖으로 나가 날개로 그들의 눈들을 
때리니 장님이 되어 버렸다(타프씨르 라-지 8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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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하나님은 꾸란을 이해하고 암 
기하기에 쉽도록 하였노라 이를 교 
훈으로 받아들이려 하는 자 있느뇨 

41. 파라오 백성에게도 경고자가 
도래하였으나 

42. 그들은 하나님의 예중들을 
거역하였으매 하나님은 뜻과 권능 
으로 충만하신 그분의 응벌을 그 
들에게 내렸노라 

43. 너희 불신자들이 그들보다1〉 
우월하느뇨 아니면 성서들2> 속에 
너회에의 응벌이 제외라도 되었단 
말이뇨 

44. 서로 도와 스스로가 승리할 
수 있다고 그들이1》말하느뇨 

45. 그들 모두는 패배하여 뒤돌 
아 서게 되리라1> 

46. 그 시각은 그들에게 약속된 
시각으로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각이 되리라 

47. 실로 죄인들은 방황하며 미 
친자들이 라 

48. 그들이 고개 속여 불지옥으 
로 끌리어 가는 날 지옥의 응벌을 
맛보라 하는 소리를 들으리라 

© /必心ᆻ'써石여版4었 

박葬，切典成려뭐요 

@，以技必f 必難逆炎間 

©써冬故성必， 

©孤성難과然: 

® 쇼^ 必 

® 多J端혀께 d 쑈然걍 

43- 1) 노아，아드, 사무드, 롯 및 파라오 백성들의 불신자들 
2) 하늘로부터 예언자들에게 계시된 성서들 

44- 1) 메카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 

45- 1) 메카 불신자들이 바드르 전투에서 패하여 후퇴한 것올 가르키는 것이라고 “이브누 자우지” 
는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이브누 알자우지 1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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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하나님은 조화로1> 모든 것을 
창조하였으니 

50. 하나님의 명령은 한마디의 말 
로서1ᅭ 눈 깜박하는 것과 같니라2》 

51. 하나님은 너희와 유사한 무 
리들을 멸망케 했나니 이를 교훈 
으로 받아 들이는 자 있느뇨 

52.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은 기록 
되나니1> 

53. 작은 것도 그리고 큰 것도 
모두 기록되노라 

54. 실로 의로운 자들은 강물이 
흐르는 천국에서 기거하게 되니 

56. 그곳은 권능으로 충만하신 
주님곁의 영광스러운 곳이라 

分。炎次四호抑述 

©必|| 端않聲終 

® j法왕多在^ 

必3# 창 

句객. 爲^必往 

49- 1) 적절한 크기로 

50- 1) ••있어라”(문) (꾸란어휘 해설 p.344) 
2)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것이 전혀 없이 무엇이든지 뜻하시는 대로 행하는 전지전능하심올 의 
미. 

班-1) 천사들에 의해 기록됨 

空安유^삐寒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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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장 라흐만 

메카에서 계시된 78절로 다른 메카 계시처럼 꾸란의 진수와 이슬람 
의 기본 원리를 다루고 있다. “모든 것에 진수가 있나니 꾸란의 진수 
는 라흐만 장이라”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베푼 끝없는 은혜 가운데 하나인 꾸란이다. 

이 꾸란 교육에 대한 촉구를 시작으로 태양과 달，별，나무들，하늘과 

대지 등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종류의 과일과 곡식과 열매 
를 주어 인간의 일용할 양식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헤에 관하 
여 언급하고, 하나님 능력에 대한 예증으로서 우주의 운행，물위에 큰 
배를 순항케 하는 것 등의 예증을 이야기한 후 내세의 상태，즉 불신 
자들이 직면하게 될 상황과 믿음으로 의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 
헤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마지막으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모든 것이 진수가 있나니 꾸란의 진수는 라흐만이라”라는 하디쓰 
에 근거하여 본 장이 “라흐만”(은혜로운)장이라 불리워지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7권 op. dt，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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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5 장 

우시고 자애^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2. 꾸란을 가르쳐 주셨노라 

3. 그분은 인간을 창조하사 

4. 표현의 방법을1> 가르쳐 주셨 
으며 

5. 태양과 달은 정하여진 궤도를 
따르고 

6. 초목도1》그분께 순종하노라 

7. 하늘을 두되 높이 두시고 균 
형을1> 두셨으니 

8. 너희가 저울을 속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 

9. 그러므로 무게를 달아 저울이 
부족하지 않게 하라 

10. 대지는 그분의 피조물들을 
위해 두셨노라 

11. 그곳에는 과실이 있고 송이 
를 이룬 종려나무가 있으며 

12. 곡식과 그것의 잎들과 줄기 
와 향초가 있노라 

6^11 

急 (於^J斑 
公 방^逆회15 

© (교앞I과逆 

©최，d，f 
公 其 

4-1)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능력 곧 표현의 방법으로써 보고 듣고 말하는 능력올 부여하고 인 
간에게 여러가자 다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올 촉구하고 있다(Ibid 

p.必). 

6- 1) “나즘”은 별이란 뜻도 있으나 본 절에서는 식물들을 가르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7- 1) 주고 받을 때 제 몫을 가질 수 있도록 균형(저울)올 두었다. 

任^用^^接^空피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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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산처럼 높은 배가 바다에 순 
； 향하는 것은 그분의 상징이라 

25. 너희는 너회 주님의 은헤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뇨 

©，均，與 
26. 대지 위의 모든 것은 멸망하 

5 되1) 
®』차多《각多 

- % 

27. 그대 주님은 영원하사 권능 
과 영광으로 충만하시니라 ®•깃!系好 

28. 너회는 너희 주님의 은헤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뇨 ©(경歎多쌨與 
29. 하늘에 있는 것과 대지에 있 

5 는 모든 것이 그분께 구하니 그분 
은 매일1> 새로운 영광을 행하시도 

| 다와 

©여“技▲짐起系勤—i왜4々公5 j 

30.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뇨 

©(낮혹冬;4化多옳 

31. 곧 하나님께서 너희 두 무리 
| 의1> 일들을 해결하리라 

녜_第 i 

32.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1: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뇨 
!:: 

@빼冷通1與 E; 

33. 영마와 인간의 무리여 너희 
f 가 하늘과 대지의 영역을 벗어날 
1 수 있다면 벗어나 보라 권능이 주 

4棟^松jᄄ나。抄김나幻 
各⑶폐故녀!;여 : 

26-1) “모든 것은 멸망하되 그분의 얼굴만은 제외이니라”에서 그분의 얼굴은 곧 하나님을 의미하 
5 는 것으로 본문의 “와즈후”(얼굴)도 하나님을 의미한다. | 

! 29-1) 쿨라 야움 : “매일”이 언어적 해석이나 본 절의 의미는 피조물들이 양식을 요구하고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할 때마다 시간에 관계없이 순간순간 그리고 언제나 행하신다는 의미로 풀 
이된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7권 op. cit, p.52). i 2) 이 절은 하나님께서 토요일(야우무 쌉트)에는 아무 것도 행하지 아니 한다는 유대인들의 말 
에 대하여 계시된 것으로 알투-씨는 111상7에서 풀이하고 있다. 

31-1) 싸깔라-니 : 인간과 영마의 두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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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我賊 

어지지 아니하고는 벗어나지 못하 
1 리라나 

34.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뇨 내벼 

35. 화염과1) 연기가^ 너회 두무 
리 위에 이르게 되리라 그때 너회 

! 는 너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나 
j 니3) 

© 炎少象^必切¥必《 

36.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뇨 

©起紙多생! 

37. 하늘이 분리되고” 새빨간 장 
； 미빛 색깔이2> 되나니 

©必，始;占改炎轉 ；; 

38.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f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뇨 

©(생的珍獻身! ! 

39. 그날이 되면 인간과 영마는 
: 그의 죄악에 관하여 질문을 받을 

필요도 없나니1> 

@_6與於6券^ ' 

40.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뇨 

©，빼與 j 

i 33-1)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응벌을 피하려 하나 어느 무엇도 하나님의 허락없이는 불 
1 가능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j 

35-1) 심판의 날에 있을 응벌의 하나로 화염의 불길 
2) 누하-쓰 : 불길이 없는 연기라고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_ 

i 3) 심판의 날 너회가 하나님의 옹벌을 피하려 도주하나 천사들과 지옥을 안내하는 “자바-니 
1 야” 천사가 화염과 연기를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피하지 못하고 구원자도 발견치 못하도 
1 다<무크타싸르 타파씨르 이브누 카씨르 419/3). 

S 37-1) 심판의 날 하늘이 분리되어 벌어지는 것은 천사들이 강림하기 위해서라고 풀이되고 있다 
호 (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7권 op. cit，p.55). 
1 2) 응벌로서 내려지는 불의 뜨거움이 은유법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 

39-1) 질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죄인의 얼굴은 새까맣게 되고 눈알은 청색이 되어 죄인으로 
1 구별되기 때문이다. “이맘 파크리胃는 말하길, u어느 누구도 그의 죄악에 대하여 질문을 받 

지 아니하며, 또한 네가 죄인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라고도 질문받지 아니하며，또한 
1 너희 가운데 누가 죄인인가?라고도 질문받지 아니하고 단지 검게 된 그의 얼굴과 그밖의 

것으로 알게 되니라”라고 말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7권 op. cit, p.53). 

接^^^^^^羅隨田■병^救，몇^^■無혈^^^按函면 



제55장 라흐만 : 41-50 1033 

41. 죄인들은 그들의 외형으로1》 
i 알려지게 되니 그들의 머리와 발 
{ 들이 붙잡히게 되리라외 

株성^授 

® 方1〔受}나 J 

42.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뇨 

■(與 ] 

43. 이것이 바로 죄인들이 거역 
! 한 지옥이매 : 

44. 들끓는 뜨거운 물 속에서 그 
^ 들은 방황하노라 
1 

45.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뇨 

i 

46. 그러나 주님 심판대 앞에 서 
S 게 될 그때를 두려워 한 자들에게 
1 는 두개의 천국이 있나니1》 

©《移孤와^ j 

47.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뇨 

一，，與 I 

48. 그곳에는 온갖 나무와 열매 
； 가 있노라 

® 더JSI 한iS 

f 49.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뇨 

50. 그 두 곳에는1》흐르는 샘이 
| 있나니 

©(法多 c其사※ 

41-1) 심판의 날 죄인들의 피부색은 새까맣게 되고 눈은 청색이 된다. “우리(하나님)가 그날에 죄 
1 인들을 청색으로 하여 모이게 하리라” “얼굴이 하얗고 검게 되는 어느날”(타프씨르 알꾸르 ii 
? 뚜비 175/17) 1 

2) 천사들이 죄인들의 머리와 발을 붙잡는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op. cit, p53). 

46-1) 그가 영주할 천국과 그의 아내(히와르 아인)라. 하녀가 거주할 천국，즉 현세의 왕국에서 왕 
이 거처하는 왕실과 왕비와 하녀들이 거주할 왕실이 각각 있듯이 천국에서도 그와 같다고 
“알 파크르 라지”는 풀이하고 있다(Ibid p.54). | 

50-1) 두개의 천국 

典^^^^^^，，^顯 ■I——1마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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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뇨 

52. 그 두곳에는 온갖 과실이 쌍 
으로 있노라 

53.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뇨 

54. 그들은 융단위에 놓여진 안 
락한 침대위에 금실로 장식된 침 
대에 기대게 될 것이며 두 천국의 
과실이 가까이에 있노라 

56.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뇨 

56. 그 안에는 눈을 내려 감은 
어떤 인간과 영마도 접촉하여 보 
지 못한 배우자가 있나니 

57.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뇨 

58. 그들은1》마치 루비와 진주 
같노라 

59.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뇨 

60. 선에 대한 보상은 선 외에 
다른 것이 있겠느뇨1> 

61.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뇨 

쟁(多! 

® 남호새兵 ([多케씨 

金 故앙齡故炎受路，私 

©必대I 身士성I必，少 

必나麥년나 

58-1) 배우자들 

eo-i) 현세에서 행한 선은 내세에서 반드시 선으로써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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巡. 이 두개의 천국 외에도1> 다 
I 른 두개의 천국이2> 있나니 

© {홋화 匕參“。; 

63.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뇨 

©나탄錢:必與 

64. 그 두 곳욘 짙은 초록색으로 
장식되어 있나니1> 

65.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뇨 

鄭典^ @ 

66. 그 두 곳에는 풍성하게 넘치 
| 는 두개의 우물이 있노라 

©최^氏在 E 

67.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뇨 

©남身! 

期. 그 두 곳에는 과실과1> 종려 
! 나무와 석류로 풍성하나니 

호 (뼈沒!切， 

| 69.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s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뇨 

@ 技受t起s 쟁성4 

70. 그 두 곳에는 순진하고 o}름 

j 다운 배우자가 있노라 
© 호t세보^ 占용 

71.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뇨 

與t珍헸建! ] 

72. 눈을 내려 감은 배우자가1ᅩ 

! 정자에 있나니 

i 62-1) 본장 46절에 나오는 두개의 천국 ■ 
2) 본장 46절의 두개의 천국과 松절 주 1)번에 나오는 두개의 천국이 지나간 세대를 위한 천국 ^ 

_ 이라면 본절의 두개의 천국은 우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천국이라고 유스프 알리 및 무함 
마드 알리 사부니 교수는 풀이하고 있다.(Abdullah Y. Ali, op. dt, p.147 Note No.班06 및 i 

| 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7권 op• (요 다56 참조) ! 

&4-1) 많은 물이 흐름으로써 나타나는 짙은 초록색이라고 루-흐 알마 아니 121/27에서 풀이하고 
I 있다. 

68-1) 천국의 종려나무와 석류와 그 뒤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종류의 과실일 것이라고 알 
； 을 투-씨는 말하고 있다(투-호 알마아-니 1我/幻). 

72-1) 히와르 아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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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뇨 

74. 인간과 영마가 스쳐보지 아 
니한 배우자들이라 

75.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뇨 

76. 그들은 초록빛 방석과 o>름 
다운 융단에 몸을 기대노라 

77.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뇨 

78. 권능과 영광으로 충만하신 
주님 이름 위에 축복이 있으소서 

(炎！홧 

@ 넜⑯ t多:;，S차多| 

©흙팩^■ 

© 沒대5 쟁강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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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에서 계시된 96절로 부활의 상태와 그때 인간들은 세가지 부류 
로 분리되니 우편의 사람들，좌편의 사람들，선행에 앞장서는 무리로 
분류 된다. 

각 부류는 소망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심판의. 날 그분의 홀로 존재 
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공정한 보상을 준비하셨다는 이야기를 시작 
으로 인간의 창조，식물을 생성케 하는 것과 비를 내리게 하시는 것을 
비유로 들어 하나님의 능력에 관하여 언급한 후，위에 언급한 세가지 
부류에 대하여 행복의 가족이 있고 불행의 가족이 있으며 선행에 앞 

서는 은혜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이브누 마쓰우드”에 의해 전해지고 있는 선지자 무함마드 말씀에 
의하면，와끼야 장을 매일 저녁 낭송하는 자에게는 결코 가난이 그에 
게 있지 아니한다고 한다. 
알바이돠위 학자에 따르면 발생하는 것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알 

와끼ok불가피한 사건)라 부르게 되었으며(타프씨르 알바위돠위 
437/3), 이브누 압바쓰는 부활 이름 중의 명칭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타프씨르 알무히뜨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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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 장 

비로우시고 자에^우신 
하나님의 이^으로 

1. 불가피한 사건이 있을 때1ᄎ 

2. 그것이 오는 것에 대하여 어 
느 누구도 거짓이라 하지 못하며 

3. 어떤 무리는 굴욕을 받을 것이 
요 어떤 무리는 찬양을 받으리라1> 

4. 그때 대지가 깊숙이 흔들릴 
것이요 

5. 산들은 산산조각이 나며 

6. 먼지가 되어 산산히 홑어지니라 

7. 그리고 너희는 세 무리로 분 
류되나니1> 

8. 그 중 하나는 우편의 동료가” 

될 것이라 너희는 우편의 동료가 
무엇인지 아느뇨2〉 

9. 그리고 좌편의 동료가 될 것 
이라 너희는 좌편의 동료가 무엇 
인지 아느뇨 

Q소꿋홧 I (“와나 U-^ 

6 

文과‘ 

知名체넉S 

©任與兵必않 

©效的21數 

예써놘效에 

©최께^3i ᆻ과 

id 와끼아장: 서문 참조 

3-1) 하나님의 적들은 불지옥에서 굴욕의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했던 자들은 천국에서 
찬양을 받으리라 

7- 1) 우편의 가족, 좌편의 가족 그리고 앞서는 가족. 앞서는 가족이란 선행을 행함에 남보다 앞서 
서 행하는 자들로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 있게 되며, 우편의 가족은 천국에 사는 자들이고, 
좌편의 가족은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이라고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7권 
op. cit, p.61). 또 마이무나 이븐 마호란은 둘은 천국에 있는 자들이며 나머지 한 무리는 지옥 
에 있는 자들이라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누 카씨르 47分3). 

8- 1) 사하바 : 동료, 무리, 친구 또는 동반자 
2) 그들이 누구이며 어떤 속성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너희는 알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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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앞서는 자가1> 될 것이라 너 
희는 앞서는 자에 대하여 아느뇨 

삭成와S起此 

1 11. 이들은 하나님 가까이 가서 炎的1 획 

5 12. 축복의 천국에서 기거하노라 시31 바各公 

j ia 그곳에는 옛 선조들도 있으나 ©생S化鄕 

! 14. 후세의 사람들은 소수더라 少 6心보; 

15. 그들은 금으로 장식된 금좌 
에 앉아 ®《次흣於少 

16. 서로가 서로에게 얼굴을 마 
! 주보며 기대니 

©해앞必돼 

17. 영원히 사는 소년들이1> 그들 
^ 주위를 돌며 

^ 18. 술잔과 주전자와 깨끗한 물 
J 그리고 가득찬 잔들로 봉사하더라 

19. 그것으로1ᄉ 그들은 두통을 앓 
； 지도 취하지도 아니하며 

® ‘앞《多;^石5촉고 

20. 그들은 취향에 따라 과일을 
i 선택하노라 ©述與 UT샀K 

r 10-1) 싸비 꾸나 : 앞서는 자들이란 언어적 뜻으로 본 절은 선행을 행함에 앞장서는 자들로 천국 
[ 의 보상도 앞서 받는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7권 op. cit, 
j p.61). 

! 17-D 천국에 영원히 사는 것을 무칼라둔이라 하는데 “월다눈 무칼라둔”은 변하지도 아니하고 나 
! 이가 더 들지도 아니하며 항상 그대로 있는 상태의 소년이라고 부 하이얀은 말하고 있다 
1 (알바흐르 알무히뜨 205^8). 

1 19-1) 천국의 술은 현세의 술과는 달리 취하지도 아니하고 이성을 흐리게 하지 않는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7권 op. cit, p.後》. 한편 이브누 압바쓰는 술(카므르)을 4가지로 묘사하고 
있다. 첫째 취하게 하며，둘째 두통을，셋째 구토를，넷째 소변올 자주 보게 하는 것으로 천 

5 국의 술은 이 4가지 불결한 것이 없는 술이라고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j 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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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그들이 원하는 조류의 고기 
를 즐기며 

@6强，與 

22. 눈이 크고 름다운 배우자 
있으매 ©起多法， 

23. 잘 보호된 진주와 같노라1> 

24. 이것들은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 

25. 그들은 그곳에서 무익하고 
욕된 말들을 듣지 아니하며 

@ 많;殘힛 以ii?대 

26. 단지 평안하소서 평안하소서 
라는 말만 듣노라 

27. 우편의 동료가 있나니 너희 
는 우편의 동료에 대하여 아느뇨1》 

28. 그들은 가■시:가 없는 시드라” 

나무 가운데 있을 것이며 
® J향스/쇼 

29. 송이송이 열매 맺힌 딸하 나 
무 가운데1> 있노라 

©多^ 

30. 그늘이 길게 펼쳐져 있고 
© 

31.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며 

32. 풍성한 과일이 있노라 ©效納雜 

22-1) 히와르 아인 

23-1) 움무 쌀마가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이것(히와르 아인)은 어디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지，“그것은 아무도 손대지 아니한 굴속에 잘 보관된 진주와도 같으니라”고 대답하였 

다(알타쓰힐 리울룸 알탄질. 89/4乂 

27- 1) 본장 8절 참조 

28- 1) 제34장 16절 참조 

29- 1) 바나나 나무일 것이라고 사프하트 타파씨르 제17권，p.63에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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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계절에 제한받지 않는 것들 

j 이라 
©여i겠域 

34. 높은 곳에1> 옥좌가 있노라 ©效;난차 

35.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새로 
I 운 배우자들을 두시고 ©{■백 

36. 그녀들을 순결케 하였으며 ©技붸於技今 f 

37. 나이가 갈으며 사랑받게 하 
: 셨느니라 

\ 

1 
38. 이는 우편의 동료들을 위해 

1 서라 ©‘싶나起 

39. 그 곳에는 옛 선조들도 많으 
| 며 

40. 후세의 사람들도 많이 있노라 
(용、14誠과^ 호受，; 

41. 좌편의 동료가 있나니 너희는 
S 좌편의 동료가1> 무엇인지 아느뇨 내여■ 

42. 그들은 작열하는 불지옥과 
1 들끓는 물속에 있게 되고 

. 

43. 검은 연기 속에 있게 되니 

44. 시원한 것도 즐길 수 없노라 \ 
45. 이는 그들이 이전에 재물과 

1 사치에 탐닉하여 © 沒※의) (3自획% 

46. 크게 사악하고 오만하였으며 송 조‘5k|34i(多6多‘^以 

34-1) 그 높이는 하늘과 땅 사이의 높이이며 거리는 500년 걸리는 거리라고 하디쓰는 언급하고 ! 
있다. 1 

41-1) 와끼아 장 서문 및 본장 7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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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죽어 흙이되어 뼈만 남는 우 
리가 다시 부활한단 말이뇨 라고 
말하였더라 

48. 우리 선조들도 그렇단 말이 
요 라고 말했더라 

49. 일러가로되 그러하니라 옛 
S 선조들도 그리고 후세의 사람들도 ©이必요3透^: 

50. 모두가 잘 알려진 어떤 날 
} 상봉을 위하여 다같이 모이니 

51. 방황하고 거짓했던 자들이여 ©성,성^익故交政 

52. 너희는 자꿈나무를1ᅭ 맛보리 

? 라 
起與^占성效 ! 

53. 그때 너희 배들은 그것으로” 
부풀어 오르고 

蟲쇼뺐比“회 ：! 

54. 그 위로 들끓는 물을 마시매 

55. 갈중에 허덕이는 낙타가 마 
1 시는 것과 같더라 ©고“재푠 : 

56. 그러함이 그들이 받을 보상 
1 의 날 대접이라 

® ‘생!;今；分i比쇼 

57.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였으 
| 되 너희는 그 진리를 믿으려 하지 
않느뇨u 

必 必故多均多 S 

58. 너희는 인간의 정액을 생각 
해 보았느뇨 ® 邊歎起系、 

班-1) 저주받은 나무로 제17장 於절 및 제37장 62절 참조 S 
1 53-1) 자꿈나무를 많이 먹음으로써 

1 57-1) 무에서 너희를 창조했듯이 다시 너희를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의 날올 믿으 
려 하지 않느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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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그것은 너희가 창조한 것이뇨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뇨 

60.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누구 
에게라도 죽음을 이르게 할 수 있 
으되 좌절하지 아니하며 

© (교多다》1U5 드;?1以?技々5冬^ 

61. 너희의 양상을 바꾸어 너희 
가 알지 못하는 양상으로1) 너희를 
재창조 하시니라^ 

® 多홴및松여么取 

62. 너희는 최초의 창조를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지 
않느뇨 

©설別必!樹:公나述 

，〕: 

於. 너희가 땅에 심는 씨앗을 보 
1 지 아니 했느뇨 
1 

I 64. 너희가 그것을 자라게 하느 
뇨 아니면 하나님이 성장케 하느 

1 뇨 

® 6사，》;依향;紙 

| - 

65. 하나님이 원한다면 그분은 
그것을 산산조각으로 만드시니라 
그때 너희는 비탄에 빠지며 

迫匕收此디從i 
| 

66. 실로 저희는 부채만을 지게 
? 되었으며 

: 

67. 모든 것이 헛되었도다 라고 
1 말할 것이라 

68. 너희는 너희가* 마시는 물을 
생각하여 보았느뇨 

©必炎안必次과次;혀 : 

61-1》너희를 멸망케 하고 다른 백성들로 대체한다는 뜻으로^ “그분(하나님)깨서 원하실 때 너희 
를 앗아가고 새로운 창조를 하시나니‘..” 

2) 부활의 날 너희가 알지 못하고 너희 지혜가 이르지 못하는 창조를 한다는 뜻으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들을 멸망케 하고 다른 세대를 오게 하며, 부활의 날 
에는 다시 그들을 부활시킨다는 뜻으로 내세를 부정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이다(알타쓰힐 1 

1 리울룸 알탄질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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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너희가 비를 내리게 하느뇨 
아니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 

냐 느뇨 d 
® 쇄，一知次■射 ；： 

5 70. 하나님이 원했다면 그분은 
그것을 짜게1> 하셨으리라 그래도 

1 너희는 감^■하려 하지 않느뇨 

©최■，파液고 

71. 너희가 킨 불을 생각하여 보 
S 았느뇨 

© 必;i多③크ᄂ往多습도;화 

72. 불을 켜기위해 나무를 심은 
1 자가 너희이뇨 아니면 하나님이 
그것을 성장케 하느뇨1> 

© 폐於>빠회와 

73. 하나님은 그것으로 교훈이 
되게 하였고 여행자들에게는 유용 
하도록 하였노라 

©쇼좌妙巧 發必^^ 

74. 그러므로 위대한 그대 주님 
의 이름으로 찬미하라 f그다起:;A 우 

75. 실로1ᅭ 지는 별들을 두고 맹 
세하나니 

©名與在炎내있 

76. 너희가 알고만 있다면 실로 
|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맹세로 ©쌓휘炎폐; 

69-1) 비를 생성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안에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타프씨르 알카-진. 
1 23/4). 삼 

" 70-1) 우자자 : 아주 짠 또는 소금기가 아주 많아서 음료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소금기가 많 
은 물(이브누 압바쓰) (제效장 53절 참조) 

72-1) 제36장 80절 참조 

J 73-1) 무끄윈 : “무하마드 알리 사부니” 교수는 "여행자들”로 풀이하고 있다. 44이브누 압바쓰”도 
갈은 내용으로 풀이하고 있으나 “무자히드”는 현재에 있는 사람, 여행자 그리고 그 불올 사 
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풀이하고(무크타씨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43公名), 

h “알카지느”는 사막에 사는 사람들과 사막의 여행자들이라고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카 

1 진 떼 i 
^ 75-1) 라 : “아니다”라는 아랍어의 부정사이나 여기서는 강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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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致^Mi雜^^^^，按技«고5供•■표 

77. 이것이 성스러운 꾸란이라1》 

78. 잘 보호된 성서로 

79. 청결한 자1》외에는 아무도 
스치지 아니한 

80. 만유의 주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이라 

81. 그래도 너희는1》이 말씀을2J 
조롱하느뇨 

82. 너희의 양식으로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신하려 하느뇨 

83. 너희의 영혼이 목까지 이를 때 

84. 그때 너희는 지켜 보리라 

85. 하나님이 그것 가까이 있으 
되1>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86. 너희가 주장했듯 계산을 받 
지 아니하고 

87. 너희:가 진실이라면 그 영혼 
을 불러오지 못하느뇨1ᅩ 

©文JS!與쌩 

©(남획遠X 

@<絲_핵 

©(，其■‘ 

© 아^笑^회按^ 

公起 

起_5 

各 6뼈在고 

©쇼效送쌌必般 

©a ᆻ沒 i應;# 

刀-1) 너희 불신자 및 위선자들이 조롱한 것처럼 꾸란은 시도 아니요 위조된 것도 아니며 마술에 
의해 된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보여준 기적들 중의 가장 훌륭한 기적 
으로 유용함과 진리와 축복으로 가득찬 성서의 꾸란이라(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7권 
op. cit, p.70). 

79-1) 불신과 죄악과 잘못이 없는 천사들，또는 우두를 하여 깨끗한 사람. “이브누 우마르”와 “아 
무루 이븐 하즘”이 전하는 하디쓰에 의하면 41우두를 하여 깨끗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꾸란 
을 만져서는 아니된다"고 전하고 있다. 

81-1) 불신자들 
2) 꾸란 

效-1) 영혼을 앗아가기 위해 천사들이 와 있으나 너희는 보지 못한다. 

87-1) 스스로 이 죽음을 막아내지 못하는가? 즉 너희 불신자들이 주장했던 대로 부활도 계산도 
그리고 보상도 없다면 죽음이 너희에게 이르렀을 때 너희는 왜 그 죽음을 막아내지 못하느 
뇨? 너희가 주장한대로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져라(타프씨르 알카-진 
27/4). 

通■명^^^*^^^■理^^^雄 '分‘ 'f * < '상」기，'시 ”느 5- —"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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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그러나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를 위해 

89. 행복과 풍성함과 축복받은 
천국이 그를 위해 있노라 

90. 우편의 동료들 중에 있다면 

91. 우편의 동료들로부터 평안하 
소서 라는 인사를 받을 것이며 

92. 거역하여 방황하는 자 중에 
있다면 

93. 그는 들끓는 물을 마시며 

94. 불지옥에서 태워지게 될 것 
이라 

95. 실로 이것이 진리요 참이니 

96. 위대하신 그대 주님의 이름 
으로 찬미하라 

® 닛갖 난科써珍스 

© 강⑬玉M 스多겠<노石浴온)]울5 

〜換_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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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장 하 디 드 

메카에서 계시된 29절로 이슬람법 및 이슬람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한 사회구축과 윤리와 도덕 그리고 이슬람법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 

다. 본 장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우주와 삼라만상은 창조주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으며 

둘째, 하나님 종교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슬람의 명예를 위하 

여 헌신해야 하며 

셋째，인간이 사는 현세의 실제는 지나가는 유희와 오락에 불과하 

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 장은 창조주의 위대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나님 

의 속성들，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이름들에 관한 것 그러나 불신자들 
은 그것의 진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 다음으 

로는 모든 무슬림들에게 헌신과 관용，하나님 사업과 이슬람의 명에 

를 위한 물질적 기여를 촉구하면서 믿음을 가진 신도들은 당연히 스 

스로 노력하고 재물을 바쳐 현세의 행복은 물론 내세의 보상을 받아 

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믿는 사람들과 위선자들에 관한 이야 

기로서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들 스스로 세상의 빛이 되려고 노 

력하나 위선자들은 어두운 암혹속에서 음모와 거짓,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뿐이다. 현세의 실제와 내세의 실제를 비교할 때 현세는 영원 

하지 못하고 잠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니 그것은 마치 뿌려 논 씨앗 

이 강한 비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으나 내세는 영원히 

사는 곳으로 바로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고ᅡ，선지자 무함마드를 세상에 

보냈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전에 온 선지자올과 에언자들 

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였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본 장을 끝맺 

고 있다. 

최■’獨^^藝簡^^뼈^■資^裝^^^經■好_因^理■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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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이슬람》와 전쟁에서 인간의 강함을 상징하는 하디드(철, 쇠》로 

서 집을 짓고 다리를 만들며 힘의 상징인 칼을 만드는 등 힘의 상정 

인 하디드(철, 쇠》가 본 장에 언급됨으로써「하디드』라 불리우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대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7권 op. dt, p.74). 

^향텔■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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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천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나니1> 실로 그분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2. 천지의 왕국이 하나님 안에 
있어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앗아 
가시는 분은1> 그분이시라 실로 그 
분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심이라 

3. 그분은 태초에도 계셨고1》마 
지막에도 계시며2> 현존해 계시되3》 
나타나지 아니하시나4>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4. 그분은 하늘과 대지를 엿새 
동안에 창조한 후 권좌로 오르셨 
나니 대지 속에 들어가는 것과1> 
그곳에서 나오는 것과2》하늘에서 
내려오는 것과3> 그곳으로 올라가 
는 것4> 모두를 알고 계시며 너희 
가 있는 곳에 항상 함께 하시매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 
고 계시니라 

1- 1) 타쓰비흐 : 말과 행동을 일치하여 하나님께 비유되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라 풀이되 
고 있다. 한편 본 절의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 즉 태양과 달과 지구… 둥 이러한 삼라만 
상이 찬미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 1) 현세에서 생명을 탄생케 하고 죽은 자를 내세에서 다시 부활시킨다는 뜻으로 “꾸르뚜비”는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236/17). 

3- 1) 하나님의 존재는 시작이 있어 존재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했고 
2) 그분의 존재하심이 끝까지 존재하심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 
3) 믿음과 예중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인식으로 나타나시나 
4) 하나님의 실제적 존재는 보이시지 않는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7권 op. cit, p.花). 

4- 1) 빗물과 시체 등 땅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 
2) 광물 또는 식물, 물 등 땅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 
3) 비, 천사들，은혜와 옹벌 둥 
4) 천사들과 의로운 선행들 

强^빼^^■繼，^^鑛^^屬 

월옛:g”돈관、 

◦요%찾나f위고 U-다 

必«쨘分必%벼與雄: 

j삿;; 쓩以(우I쓰到요Si외I 요公섟 
® 보^ 與 

® ⑶聲욧爲故嫌⑷예 I文透抄 

，此fe:故 ao跡심料熟샜必 
요故抵裝《一 id難路나A分 
V越와◎必必效※다細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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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늘과 대지가 하나님 안에 
| 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귀 

의 하노라 

나 U강도적^상^ 

6. 그분은 밤을 낮으로 바꾸시고 
! 낮을 밤으로 바꾸시며 심중에 있 
는 모든 것을 아시노라 

썅炎뺐째녀必，從，요 j 
® 多;<1있 Uyl 句 

7.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분의 선 
지자를 믿고 그분께서 너희로 하 
여금 상속케 한 재물을 바치라 믿 
음으로 재물을 바치는 자들 위에 
큰 보상이 있을 것이라 

姑以찼沙^이與^빠과此! [ 

\^Vy^yP\^ 

n 8.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이뇨 선지자께서 주님 
을 믿으라 촉구하였고 너희가 믿는 
자들이라면 그분께서 너희와 성약 
을 맺으셨노라 

路政앙沒功#私V 췌抄版 
©ᅪ것成⑷ 

9. 그분께서 그분의 종에게1》말 
씀을2> 보내사 너희를 암흑에서 광 
명으로 구제하고자 함이니 실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애로우시 

1 니라 

a文公^생私내想^4 
® 상起:次나如故典1 此4如 

10.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재물 
1 을 바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이 

뇨 하늘과 대지에 있는 재물은 모 
! 두 하나님의 것으로1> 재물을 바치 
I 고 성전하여 승리한 자와외 그렇지 
i 아니한 자가^ 같을 수 있느뇨 숭 

리하기 전에 베풀며 성전하는 자 
가 숭리한 후에 베풀며 성전하는 
자보다 큰 보상을 받노라 모두에 

병⑶占化^於1 ※往必^玄功5幻다 
與與必☆兵◎必⑷文在與 
，姑&弊從功多/4义회와i 

S 하여다와，;■•幻■巧始 S 

9-1) 선지자 무함마드 
2) 꾸란 

10-1) 제3장 180절, 제6장 1改절, 제15장 幻절 참조 
2) 메카를 정복하여 승리하기 이전에 재물을 바치고 선지자 무함마드와 함께 성전에 참여했던 

이들 
3) 메카 정복 이후에 재물을 바치고 성전한 이들로 필요할 때에 재물을 바치는 것과 성전하는 
것이 보다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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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상을 약속하셨으며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 
니 라4) 

11. 하나님을 위해 대부하매 그 
분께서 그것을 두배로 증가하여 
주시니 훌륭한 보상을 받는 자 누 
구이뇨1) 

12. 그날이 되면 너희는 믿음으 
로 충실한 남녀를 보리니 빛이 그 
들 앞에서 그리고 그들의 우편에 
서 비추니 그것이 오늘의 너희를 
위한 기쁜 소식으로 강물이 흐르 
는 천국이라 그러므로 그곳에서 
영생하라 그것이 가장 큰 승리라 

13. 그날에는 남녀 위선자들이 
믿음으로 충실한 자들에게 말하리 
라 잠깐만 기다려 주소서 저희도 
광명을 찾고자 합니다 광명을 찾 
으라고 하니 돌아가라는 말이 들 
리더라 그때 그들 사■이가 분리되 
고 문이 하나밖에 없는 벽이 생기 
니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안의 은혜가 있을 것이요 밖에 있 
는 자에게는 응벌이 있으리라 

14. 위선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고함쳐 부르리니 저희도 여러분과 
함께 있었지 않느뇨 라고 하매 믿 

比‘4 대ᄃ離此此※神※ 

必身必以典색1;쇼성 lc必도 

려必版威삐께 요技도 
沒대뱄潮;꿔起炎紅사多 

© ‘노 

회혁; 一改效f!效版: 
如대於參成多;；藏必聲’3 

4) 맨처음 이슬람에 귀의한 “아부 바크르”에 관하여 계시된 것으로 o}부 바크르는 또한 재물올 
바치고 성전에 참여한 최초의 무슬림이었다(타프씨르 알카-진 3S/4). 

11-1) 본 절이 계시되었을 때 “아부 다흐다하 안사리”는 말하였다. “하나님의 선지자여! 실로 하 
나님께서 저희로부터 까르드(재물 또는 대부, 차관…)를 원하십니까?”라고 물으니, “그러하 
니라. 다호다하 아버지여!”라고 대답하자，그는 또 말하길，“하나님의 선지자여! 당신의 손 
을 저에게 보여 주십시요”라고 하니 그분(선지자)은 손을 펼쳤다. 이때 그는 말하길，“실로 
제가 주님께 600두의 종려나무가 있는 과수원과 가족을 바치겠나이다”라고 말하고서 집으 
로 돌아와 다호다하 어머니를 불렀다. “다흐다하 어머니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내가 주님께 재물과 가축을 바치겠다 약속했나니 그것들을 꺼내시요”라고 하였을 때 그의 
아내는 그렇게 하였고 그리하여 그의 재산과 가축들이 그곳으로 옮겨갔다(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알 무크타싸르 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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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는 자들이 사실이라 그러나 너희 
! 는 너희 스스로 유혹에 빠지고 주 

저하였으며 의심하였으니 무익한 
욕망이 너희를 기만하여1> 하나님 
의 응벌이 너희에게 이르렀노라 
기만하는 자가2> 하나님에 관하여 
너희를 유혹했노라 ■ 

15. 그리하여 오늘의 너희 보상 
금은 수락되지 아니하며 불신자들 
의 것도 그러하매 너희의 거주지 

{ 는 불지옥으로 그곳이 너의 보호 
자요 사악한 목적지라 

文火1；，요놘士오/집쑈>그起 
☆效1;公鄕 

16.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염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계시된 진 
리에 겸허한 마음을 가질 때가 되 1 
지 않했느뇨 그들이 이전에 성서 

움 를 받았으나1> 시간이 흐르매2> 마 
음이 굳어져3) 그들 대다수가 사악 
해졌더^4> 

3多ᄃ; 스1多以公5往^되！)험公1 ⑪요교대 
0^3 해!호최多ife技多!1 士 

0 드상次我約敬‘S 湖1聲 

17. 하나님께서 죽은 대지에 생 
% 명을 주시어 너희에게 예증을 보 

였나니 너희가 이해하도록 함이라 ©故效必 ' 

18. 자선을 베푸는 남녀에게 그 
리고 하나님을 위해 재산을 바치 
는 그들을 위해 두배의 보상이 더 
하여 지니 그들은 훌륭한 보상을 

i 받으리라 
：:： 

故샜나:%-피liag있成 
必 篇銳沈씼 

19.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믿는 자들이 진리를 사랑하는 자 

t빼제‘빠必화; ! 

1 14-1) 현세에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금식하며 같이 금요예배에 참석하였으며 같이 전쟁에 참석하 
1 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떤 현세적 목적이었을 뿐 마음속에는 위선과 음모와 계략과 
J 책략으로 가득차 있었다. 

2) 가루르 : 인간을 유혹하고 기만하는 사탄 

i 16-1) 모세를 통하여 구약(타우라)을 받은 유대인과 예수를 통하여 신약(인질)올 받은 기독교인들 
1 2) 예언자들과 함께 있었던 기간이 지난지가 오래된 후 

3) 세속에 물들어 성서들을 외면하고 특히 꾸란의 말씀을 외면하여 
4) 성서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성서의 교육을 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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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들이며 주님 앞에서 증언할 증인 
1 들로 그들이 보상과 광명을 받을 
! 자들이라 그러나 하나님과 예증을 
S 거역한 자들에게는 불지옥에 거처 

가 정해지니라 

文必文;塔뱄細고i故純 
赤一되고P藏遠路 

20. 실로 현세는 유희와 오락에1》 
j 불과하며 허식과 권세도 풍성한 
1 재산과 자손도 그러하거늘 그것을 

비유하사2> 식물을 성장케 하여 농 
3 부를 기쁘게 한 후 비가 내려 시 

들어 누렇게 되고 메말라 부스러 
f 지고 지푸라기가 된 것과 같더라 

그러나 내세에서는 사악한 자들에 
S 게 가혹한 응벌이 있으되 하나님 

께 헌신한 자 하나님의 관용과 기 
쁨을 받노라 실로 현세의 삶은 현 

" 혹된 향락에3$ 불과하니라 

;理，技f용햇싱轉넸1 _화 
與必넣워행刻;4湖 d分路 
分與炎狀述部Ui 被 ^多街 

킴스1;冬;낯(드 용우3名석，'고 
©나태松，이 

21. 그러므로 서둘러 주님께 용 
? 서를 구하고1ᅭ 서둘러 천국으로 들 

라 그곳은 하늘과 대지의 넓이로 
I 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 믿는 자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며 :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 그 
5 분은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그것 
5 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위대한 
J 은혜의 주님이시라 

도知。與1홈沒향^#此賊。 
A[따색 으과占3넜 간己셋 

22. 지상에서 일어나는 재난과1ᅭ 
{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 
1 이 그것을 드러내기 전에 이미 기 
I 록된 것이라 실로 그것은 하나님 

께 쉬운 일이라 

《公보多々조고⑷|쇼충#(느으피:’ 

1 20-1) 제6장 32절 참조 
| 2) 제39장 21절 참조 

3) 제3장 1紋절 참조 

< 21-1) 서둘러 회개한 후 믿음을 갖되 하나님의 명령에 서둘러 순종하라는 뜻으로 아부 하이얀은 
| 풀이하고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225/8). 

； 22-1) 한발과 기근, 지진，농작물의 피해 
1 2) 가난, 자식을 갖지 못하는 불임，일반적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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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이는 너희로 하여금 지나간 
! 일들에 관하여 슬퍼하지1> 아니하 
1 고 너희에게 베푼 은혜에2》관하여 
자만하지 아니하도록 함이라 실로 
하나님은 오만하고 자만하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 하시니라 

多.빼化，외 삿味煙1 
©A닭 

24. 스스로 인색하며 또 타인에 1 
게도 인색하라 종용하는 자와 외 | 

면하는 자들이 있으되1>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찬미받는 분이 

| 시라 

故 5兵니炎石®成 

25. 실로 하나님은 분명한 예증 
과1> 더불어 그분의 선지자들을 보 
냈으며 또한 사람들이 공평하게 
스스로를 인도할 성서와2》균형을3》 
함께 보내셨노라 그리고 하나님은 
강한 힘을 상징하고 여러가지로 

1 유용한 무쇠를시 보냈나니 이로하 
여 하나님께서 그분과 그분의 선 
지자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신 
도를 돕는자를^ 시험코자 함이라 
실로 하나님은 강하심과 권능으로 

、 충만하심이라 

에과■쾌V校»：此3 
改松녀백;與以여 
괘»u細A的起一私:姑 

©玉:始斜收대V此犯均 

26. 하나님은 노아와 아브라함을 
i 보냈고 후손을 두어 예언자의 자 

격과 성서를 주었나니 그들 중에 
는 바론 길로 인도받은 자 있었으 

뀄 故以以接씼比：>湖S 
상향齡與^성^ 

f 23-1) 현세에 있었던 은혜가 사라져 소멸되는 것에 대한 슬픔 
, 2) 하나님이 현세에서 베풀었던 영광 

{ 24-1) 하나님 사업을 위하여 가진 재물을 바침에 인색하고 타인에게도 그렇게 종용하며 또 바치 
기를 외면하는 자들 

1 幻-1) 여러 기적들 및 예중 
I 2) 하늘에서 계시된 성서들과 규범 
i 3) 미잔 : 저울이란 뜻으로 “공평함”을 의미한다. 

1 4) 철, 쇠(본장 서문 참조) 1 

1 5) 하디드 즉 쇠를 내려준 것은 이것으로 무기를 만들어 하나님의 적들과 투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노력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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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들 대다수는 사악한 자들이 
었더^15 

27. 하나님은 그분의 선지자들로1》 
하여금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하였으니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보내어 그에게 신약을 주었고 그 
를 따르는 모든 자들의 심중에 사 
랑과 자비를 주었노라 그러나 그 
들은 하나님이 묘사하지 아니한 
그들만을 위한 수도 생활을2》창안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분의 기쁨만 
을 추구하라 했을 뿐이라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할 것을 준수 
하지 못했더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3》그들의 보상을 주 
었으나 그들 대다수는4ᅭ 사악한 자 
중에 있었노라 

28.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두 
려워하고 그분의 선지자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분께세》너희 위에 그 
분의 은헤를 두배로 더하여 주실 
것이며 너희가 걸어갈 길에 빛을 
주실 것이며 너희에게 관용을 베 
푸시나니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29. 성서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라 그분의 은혜는 그분 안에 

峰나浴巧스聲义一쒸斜舞與多 
석敬뼈사혀 

강6체와;往，此多松쌍巧 
고與收功※겁형爲參紙최 

©(5M;汉彩炎;T 

빼떠成故版 f效뇌與 

⑶ 少 班⑶넣炯始均 
k兵화G 낮>1(그41 

26- 1) 예언자들의 원로로 노아를，예언자들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보내고 그 두분의 후손들 가운 
데 예언자의 자격을 주어 구약(타우라〉와 신약(인질)과 꾸란을 보내었다(무함마드 알리 알 
사부니，제17권 (따 cit, p.85). 

27- 1) 모세，일리야스，다윗，솔로몬, 요한 둥… 
2) 루흐반니야 : 장로 및 목사들이 그들 스스로를 위해 창안한 것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 
하지 아니한 것(사프와트 타파씨르. 제17권，p.效) “아부 하이얀”은 여성과 세상 물욕올 떠 
나 은둔생활올 하게됨으로써 수사의 방이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타프씨르 알바흐르 
^무히뜨 228用). 

3) 예수를 따르고 무함마드를 믿는 의로운 자들 
4) 많은 기독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났다. 

28-1) 하나님 

빼腸^，•由■청^;;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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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부여 
하시나니 하나님은 위대한 은혜의 
주님이시라 

心^幻 此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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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나에서 계시된 22절로 주로 이슬람 이전에 있었던 이혼 형태， 

그에 대한 보상，비밀회담의 규범，대화 및 회담에 있어서의 예으|，선 

지자의 안전과 보호가 필요할 때 자선금을 내는 일, 하나님 적들과의 

관계 등에 대한 이슬람법과 위선자들 및 유대인둘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 다. 

「카울라 빈트 싸을라바」라는 여인의 남편에게 무지의 시대에 적용 

된 관습에 따라 금지되었던 이혼 문제를 시작으로 본 장의 계시가 시 

작되고 있다. 이 여인은 선지자 무함마드를 찾아와 남편의 학대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하나님의 선지자여! 남편이 저의 재산 

을 삼켜 버렸고 저의 청춘을 앗아갔으며 저는 저의 배가 커질 때까지 

남편에게 제 자신을 바쳤으되 제 자식은 단절되고 그는 이혼한 것과 

같습니다”라고 하자 선지자께서 대답하시길，“그것은 금기된 것이라” 

고 하자 그녀는 다시，“하나님의 선지자예 남편이 저에게 이혼한 것 

은 아니지만 이혼한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하자，선지자는 “그것은 금 

기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녀는 기원을 하였다. “주여，제가 당신께 호 

소합니다”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원에 그녀의 슬픔과 호소를 

거두어 두시고，하나님은 그녀의 남편에 관하여 그대에게 변론하고 

하나님께 호소한 그녀의 진술을 수락하셨나니…“라는 계시가 내려졌 

다. 또한 본장이 무자달라{변론，논쟁…)라고 불리워지게 된 동기로도 

볼 수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8권 op. cit, p.5). 

그 다음으로는 이슬람 이전 시대의 이혼에 대한 보상 규범，비밀회 

담의 규범과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 위선자들에 대한 이야 

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증오가 무엇인가를 마지막으 

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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切내며던나 ：-：：；：:.，느:•巧::：必"앞:;;技^■延聲떡 

제 58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하나님은 그녀의 남편에 관하 
여 그대에게 변론하고 하나님께 
호소한 그녀의 진술을 수락하사1》 
너희 쌍방간의 진술을 듣고 계시 
나니 실로 하나님은 들으심과 지 
켜보심으로 충만하심이라2> 

2. 너희 가운데 지하르11 형태로 
아내와 이혼하려는 자 있으나 그 
녀들은 그들의 어머니들이 될 수 
없으며 낳아 준 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어머니들이 결코 될 수 없 
나니 실로 그들은 혐오스럽고 거 
짓된 말을 하도다 그러나 하나님 
은 용서하심과 관용으로 충만하시 
니라 

3. 그러나 지하르 형태로 아내와 
이혼한 자•가* 그들이 말한 것을 취 
소할 때 그들은 그녀와 동침하기 
전에 한명의 노예를 해방시키라 
너희가 충고를 들었거늘u 실로 하 
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Q소e身 ᄉ-다 

i ⑷ a회 典與腺此版雄 
①있빼빼뼈^空 

빼>射於印效;於폐요與 
他公^^성淨篇部滿5벳 

® 성起따端 a 

. 대※炎與 
幻)!、公々今화했경그cpl占5以1笑^系 

沒»히진女的、 

1- D 싸미아: “들었다”는 언어 해석상의 뜻으로 본절에서의 “싸미아”는 듣고 그것을 수락하였다 
는 뜻까지 포함된다. 한편 잠카샤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감사하는 자의 모든 것은 
항상 듣고 있다고 한다(타프씨르 알캬샤-프 15(V4). 

2) 아우스 이븐 싸미드의 아내 카울라 빈트 싸을라바에게 발생했던 문제에 대하여 계시되었음 
(본장 서문 참조 및 제33장 4절 참조). 

2- 1) 지하르 :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하려는 의도로，“당신은 나에게 제 어머니 등과 같이 내가 
어머니 위에 있는 것이 금기인것 처럼 당신위에 公e 것도 허락되지 아니합니다”라는 말로 
이혼을 하려했던 이슬람 이전 아랍사회의 관습이었다. 이 형태의 이혼 즉 지하르는 다음 4가 
지 조항에 의해 금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그녀들 즉 아내들은 어머니가 될 수 없으며 
둘째, 그것은 혐오스러운 것 
셋재, 그것은 위선이며 위중이고 
넷째，잘못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푼다는 것으로 볼 때 금기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장 期절，제22장 60절 및 최영길，이슬람의 생활규범，op. cit, p.328-329참조》 

3- 1)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규범이므로 믿는 신도들은 지하르를 버리고 다시 그런 방법으로 
이혼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m液謝^强 §■液^^^ 務^效寒寒繼를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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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理ME宅^伴^^뺀태^핵^3好^^»jgff»行^戶^辯^^^경校 

4. 그러나 노예가 없는 자는 동 
침하기 전에 계속하여 두 달을 단 
식하게 하고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자는 굶주린 자 육십명을 배불리 
먹이게 하라 이것은 너희로 하여 

금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믿 
도록 함에 있으며 또한 이것들이 
하나님 의 규범이라 그러나 불신자 
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응벌이 있을 
뿐이라니 

5. 그들 이전의 선조들이 그랬듯 
이 실로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 
께 거역했던 자들은 멸망하게 되 
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분명한 
예증들을1> 보냈나니 불신자들은 
굴욕적인 응벌을 받게 될 것이라2ᅳ 

6.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 
을 부활시켜 그들이 행한 모든 것 
을 그들에게 알려주사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기록하여 두셨거늘 
그들이 그것을 망각했노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증인하시는 
것으로 충만하심이라1> 

7.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 
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 
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뇨 셋 사이 
에 비밀 이야기가 있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네번째로 

在■그(고노흙무노※시•나'부公(1나 

© ^하디님3多# i;고색多산其!5; 

士호과화선i巧技I ⑶述3其 a 
冬版在細;與段■起… 

知棟坑^ 應예⑶與如雄과 
그激而匕與上다刻와!;與難샜 
_，多與 ⑩우，獻 3i# 占 

4- 1) 지하르를 취소한 자가 부인과 동침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소유하고 있는 노예를 해방시키고 노예가 없을 경우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노예를 사 

서라도 해방시키는 일 

둘째，제1항이 불가능할 경우 계속하여 2개월간 단식을 행하고 
셋째，제1항 및 제2항이 병환이나 노쇠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경우 60명의 불우한 사람을 배 

불리 먹여야 한다고 계시하고 있다(제4장 92절 참조 및 비교X 

5- 1) 허락된 것(할랄)과 금기된 것(하람)이 있으며 의무사항(파라이드)과 규범(아흐캄)들 
2)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로하는 절로써 메카 불신자들이 분파를 일으켜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 
항하려 하였을 때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8권 op. cit, 
p.9). 

6-1) 제5장 51절, 108절 및 60절，제9장 公4절 참조 

，^，■벽^•:■致^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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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며 넷 사이에는 다섯번째로 
계시며 그보다 적지 아니하고 많 
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어디에 있 
던 항상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하 
시어 심판의 날 그들 행위에 대한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 
이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 
지전능하시노라 

8. 비밀의 모임이 금기된 그들을1ᅩ 
보지 아니했느뇨 그러나 그들은 
금기된 것으로 돌아가 선지자에 
대한 죄악과 음모와 거역을 위한 
비밀의 모임올 가진 후 그들이 그 
대에게 다가와 하나님께서 그대를 
맞이하지 않는 인사로써 그대를 
맞이하더라2) 그리고 스스로들 말 
하길 우리의 얘기에 대하여 하나 
님은 왜 우리를 벌하지 않느뇨 라 
고 하였으나 지옥만으로 그들에게 
는 충분하나니 그 안에서 그들은 
불타게 되매 얼마나 비참한 운명 

이뇨 

9. 믿는 사람들이여 너희가 모임 
을 가질 때 선지자에 대하여 죄악 
과 음모와 거역을 위한 비밀의 대 
화를 하지 말며 진리와 의로움의 

①※與技孤攻^S 

心，다 G ⑶々1士多接교 

0 以여^략디接다& 

邊^技것文巧下跡⑯雜 
‘너빼 y 빠^^과 

8-1) 유대인과 위선자들로 그들은 그들끼리 비밀모임을 갖고 믿는 신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간에 
눈짓을 하자，믿는 신도들이 이를 선지자에게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선지자께서 그것을 금기 
하자 그래도 그들 유대인과 위선자들이 음모의 모임을 계속하자 본 절이 계시된 것으로 “꾸 
르뚜비”는 해설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291/17). 

2) 그들 위선자들은 선지자와 믿는 신도들에게 11앗쌀라무 알라이쿰” 대신에 “앗싸-무 알라이 
쿰”이라고 인사하였다. 유대인들이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와서 "앗쌀라무 알라이줌”(당신께 
평안이 깃드소서)라는 평안의 인사대신 “앗싸-무 알라이쿰”(당신께 죽음이 있기를!)이라는 
저주의 인사를 하였다. 그때 선지자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인사하길 “와 알라이꿈”(그리고 
당신들 위에도)라고 만 인사하고 그 이상의 말을 하지 아니했다. 이것을 듣고 있던 부인 “아 
이샤”가 어느날 "알라이쿰 앗싸-무 와 라으나”(당신에게는 죽음과 저주가…)라고 하자 그들 
위선자들은 떠나버렸다. 그때 선지자께서 아이샤에게 말하길，“서둘지 마시요, 하나님께서는 
혐오스러운 말을 싫어하오”라고 하자 부인께서，“그들이 무어라 말한지 아십니까?”라고 하 
자, 선지자께서 부인에게，“내가 그들에게 무어라 말했는지 듣지 아니했소? 나는 단지 와 왈 
라이꿈(그리고 당신들 위에도…!)라고만 했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사 그들에게 그렇게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사 내게 그렇게 하지 아니했소”라고 하였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8권 op. cit，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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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을 가지되 하나님을 두려워 
하라 너희 모두는 그분께로 귀의 

하노라 

10. 비밀의 음모는 오직 사탄의 
행위로 믿는 사람들을 슬프게는 
할 수 있으되 하나님의 허락없이 
는 그들욜 해칠 수는 없노라 그러 
므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께만 의탁하도록 하라1> 

11. 믿는 사람들이여 너희 회중 
에 공간을 두라 얘기를 들을 때면 
공간을 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 큰 것을 주시리라1> 그리고 일 
어서라 말을 들을 때면 일어서라 
하나님께서 더 높이 일으켜 주시 
리라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와 
지식을 가진 자에게2> 더 높은 곳 
을 주시나니 실로 하나님은 너희 
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 
시니라 

12. 믿는 사람들이여 너희가 선 
지자와 의논을 할 때 의논하기 전 
에 자선으로 무엇인가를1》베풀지 
니 그것이 너희를 위한 은혜요 더 
깨끗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할 

① 6衣之4 5깻別남犯 

取 G과 6與셌1職 

々免;於御典，■半私 
必 6始대 

⑷난_ 技飯A勤5權 

成與雄화起방移，。化炎 

넣冗니 I Gl^ 起이 

④차성多다 쑈 i; 

於必少巡 a逆“碑改■’必해雜 
刻 초卵*德했쑈數의/必次異 

10- 1) 너희가 셋이라면 둘이서만 의논하지 말고 너희 둘의 한 친구와'함께 하라. 그렇게(둘이서만 
의논)한다면 그것은 그(친구)를 슬프게 하는 것이라(부카리와 무슬림의 전함). 

11- 1) 사람들이 선지자 무함마드의 모임에서 앉을 좌석에 대한 것으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자리를 넓혀 주어야 한다는 명령이 되었다고 “무자히드，，는 풀이하고(타프 

씨르 알꾸르뚜비 296/17) "카지누”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겸손과 겸양을 
명령하사 선지자 옆에 앉아 영광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리를 넓혀서 똑같은 기회 
를 주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 -진 50/4). 하디쓰에서는 ”앉아있던 사람을 
일어서게 하고 그곳에 앉아서는 아니되며 자리를 넓혀 같이 앉아야 하니라“(부카리와 무슬 
림이 전함》고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2) "학식이 있는 자가 학식이 없는 하인보다 낫거늘 그것은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 위에 떠오 
른 온달과도 같도다” 또한 하디쓰에서는 H심판의 날 3가지가 중재되나니 : 선지자들과 학자 
(울라마)들과 순교자(슈하다)들이라”(타프씨르 알꾸르뚜비 300/17) 

12- 1)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금(사다까). 이 사다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의로운 자 
와 위선자들과 구별이 되며 현세의 사랑과 내세의 사랑을 구별시켜 준다(타프씨르 알울루 
씨 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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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5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은 관용과 자 
비로 충만하시니라 

13. 너희는 그분과n 의논하기 전 
에 자선을 베풀 수 없으리라 두려 
워 하느뇨와 너희가 그렇게 할 수 

s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하시나니 예배를 드리고 이슬 
람세를 바치며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은 너 
회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J 계시니라 

弟노향그—;^ 必於與此法班 
■身 ■⑯빠 

© 6갗友다玄!■技分현^ 임！^^ 

14. 그대는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자들과 함께 한 그들을 보지 아니 
했느뇨 그들은 너희편도 아니며 

1 그들편도 아니며 그들은 알면서도 
거짓 맹세하고 있을 뿐이라 

요의지딨P 입‘휘!系3생 Jl쯧以 
© 부;여향 <兵2故타註^ 

15.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무 
서운 응벌을 준비하셨나니 실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에 저주가 있 
으리라 

多此S3 

16. 그들은 거짓된 믿음으로 스 
스로를 숨기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려 하니 그들에게는 굴욕적 
인 응벌이 있을 뿐이라 

各比고知^“띠다例To홧 
® 在남 

17. 그들의 재물도 그들의 자손 
도 하나님에 대항하여 그들에게 
유용하지 못하나니 그들은 불지옥 

" 의 동료가 되어 그곳에서 영주하 
j 리라 

敬政^어^^ 
©述쌓浴次與여 

| 13-1) 선지자 
2) “믿는 신도들에 대한 충고로써 그렇게 할 수 없다해서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것으 

1 로 충만하시니 이로 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리라“라는 뜻으로 풀이되 
? 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op. cit, p.14). 

i8-i) “하나님께 맹세하사 저희는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라고 현세에서 그들이 거짓했듯이 심 i 
판의 날에도 그러한 거짓말올 하려 하나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응벌을 더하여 줄 
뿐이라고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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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키 
는 어느날 그들은 너희에게 맹세 
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도 맹세하 
여 무엇인가 얻으리라 생각하더라 
그러나 그렇지 못하매 그들은 거 
짓하는 자들에 불과하니라1> 

19. 사탄은 그들을 유혹하여 그 
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훈을 망 
각케 하더라 그들은 사탄의 무리 
들로 사탄의 무리는 멸망하게 되 
니라 

20. 실로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 
자에 대적하는 자들이 가장 사악 
한 자들이라 

21.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나니 나 
와 그분은 선지자들이 승리하니라 
말씀이 있었노라 실로 하나님은 
강하심과 권능으로 충만하심이라 

22. 그대는 하나님과 내세를 믿 
는 자들이 자신의 아버지이던1ᅭ 아 
들이던2> 또는 형제들이나3ᅩ 천척 
들이던*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에게 거역하는 것을 발견치 
못하리라5>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 
을 기록하셨고 그분의 영혼으로 
보호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心抄Iᆻ생微移於紙抄% 

峰法跡 y화 

© (以⑩쇼와고 했义;요16;說1(5섯I o\ 

입仏(乂;화仏상녕 lj과公文空 
終必휀셨次銳連있i 

，候점요與妙候知接典 

@ 必多一分 

22-1) 바드르 전투에서 그의 아버지 자라하를 살해한 “아비 우베이다”에 관해서 계시되었고 
2) 아부 바크르의 아들 압두 라흐만의 살해에 관해 계시되었고 
3) 그 당시 우메이르 아들 우베이드 형제를 살해한 “무스이브 이븐 우메이르”에 관해 계시되었 
으며 

4) 바드르 전투에서 우뜨바，샤이바，왈리드 이븐 우뜨바를 살해한 함자，알리 및 우베이다 이 
븐 하디쓰에 관해 계시된 것으로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 
브누 까씨르 467/3). 

5) 비록 자기를 낳아준 부모와 같이 살아온 형제 또는 친척 또는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라 할지 
라도 하나님과 내세를 믿지 아니한 불신자일 경우는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 마음속에 믿음과 불신이 같이 결합되어 하나가 될 수 없고 사랑과 미움이 한 
마음안에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p■ᅵ⑶;; 회료親雜해녘⑮探■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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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장 하쉬 르 

메디나에서 계시된 24절로 다른 메디나 계시들과 마찬가지로 이슬 

람법을 다루고 있다. 특히 선지자 무함마드와의 조약을 위반한 유대 
인들을 선지자께서 메디나에서 추방했던 바니 나디르 전투를 주요 내 
용으로 다투고 있다. 그래서 “이브누 압바쓰”는 본 장을「바니 나디르」 
장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또 유대인들과 합세한 위선자들에 관한 이 

야기가 언급되고 있어 본장이 전투와 성전이라는 표현이 허용되는 것 
으로 본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8권 op. cit，p.18). 

본 장은 우주와 인간과 동물 그리고 식물，무생물 등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훌로 존재하심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남긴 자취로써 오만했던 유대인들에게 응 

벌을 내려 멸명케 했던 이야기，세금율과 전리품，그에 관한 조건 및 
법칙에 관한 이야기와 선지자 무함마드의 추종자들에 대한 우정 및 
무하지린과 안사르에 관한 이야기，심판의 날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 
님의 가장 훌륭한 속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본 장을 끝맺 
고 있다.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메디나에 왔을 때 바니 나디르는 예언자에게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분과 함께 하겠다고 화해를 하였다. 그리하여 
바드르 전투에서 나타나 말하길, “그(무함마드)는 구약성서(타우라)에 
승리자로써 그리고 그분에게 대적할 수 없는 것으로 묘사된 선지자라 
말하였다. 그러나 우흐드 전투에서 무슬림들이 패배하였을 때 그들은 
의심하고 조약을 위반하였으며 카아브 이븐 아쉬라프는 40대의 말을 
가지고 메카로 가 아바 수피안에게 합세하였다. 그래서 선지자 무함 
마드는 무함마드 이븐 무쌀라미에게 그의 형제 카아브를 살해하라 명 
령하였고 그는 그를 살해하였다. 그리고 대다수 유대인들과 위선자들 



은 샴 지역으로 추방되었으며 그들은 도중 카이바르에서 또 생명을 
잃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과 이유로 본 장이 하쉬르(집합되어 추방되 

다)장 또는 바니 나디르 장 또는 전투와 성전의 장이라고 불리워지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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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우시고 자에^^I 
^나님의 이름으로 

1.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 
이 하나님을 찬미하나니 실로 그 
분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2. 성서의 백성들 가운데 불신자 
들을1> 모아 그들의 주거지로부터 
최초로 추방케2)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너희는3> 그들의 요 
새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방 
어하여 주리라는 그들의 확신으로 
그들이 나가지 아니하리라 생각하 
느뇨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생 
각지 아니한 때 그들에게 이르러 
그들 심중에 공포를 불어넣으매 
그들은 그들의 손들과4> 믿는 사람 
들의 손들로 그들의 집들을 파괴 
하였으니 그것이 지켜보는 자들을 
위한 교훈이라 

3. 하나님께서 그들의 추방을 명 
령하지 아니 했더라고 그분께서는 
현세에서 그들에게 응벌을 내렸을 
것이며 내세에서는 불지옥의 응벌 
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 

4.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 
의 선지자를 거역했기 때문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는 
그에게 무서운 응벌을 주시니라 

■■ 

◦스安홧 t 냐 I， 

닛錄뵀，與여 dWG 

%(노남乳^系^ 著^々必 

公ᄉ느乂; I숏구巧左우。技>1우t“뇨1占5 

巧닙;巧法※逆*수향나寒향 

必화J*多« 

입加4쌌幻致회# 物고班其 

必 계必反效抄 d；與 

2-1) 바니 나디르 유대인 무리 

2) 최초로 아람반도에서 불신자들을 모아 추방시킨 것이라고 풀이되고 있다<IbidL p.20). 
3) 믿음을 가진 너희는 
4) 바니 나디르 유대인 부족이 추방되기 전 그들은 그들이 살던 집과 과일나무 등 그들이 사용 
하던 모든 것을 스스로 파괴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추방된 후 그곳에 남은 믿는 신도들이 사 
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파괴하였다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태致器희■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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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 그분께서 금기한 것은 거절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실로 
하나님은 엄한 응벌을 내리시니라7ᅭ 

抄빼세^ 

9. 그러나 그들1〉이전에 가정을 
갖고 믿음을 가졌던 자들은2} 그들 
에게로 이주하여 온 사람들을 사* 
랑하였고3》그들에게 베풀어진 것 
으로 시기하지 아니했으며 가난하 
면서도 자신들보다 그들을 우선 
대우하였으며4> 누구에게든 마음 
이 인색하지5> 아니했으니 이들이 
번성한 자들이라 

여 저희혹 저흐。〜；윤에 깥요올 7^ 행系6®^多匕쇼갛A少必兵?石£分요 

7) 선지자 무함마드는 "바니 나디르” 부족으로부터 획득한 재물(파이)올 무하지린들에게만 분 
배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하여 왔을 때 모든 것을 그곳에 두고와 
가진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안사리들에게는 무 것도 주지 아니하자 일부 안사리 
들이 말하길，“저희들도 이 재물(파이)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하자 이 절이 계시된 

것으로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시부니，제18권 op_ cit, p.22). 

8- 1》불신자들로부터 획득한 재물 **파이”와 “가니마”의 일부는 메카 불신자들의 박해를 받아 재산 
과 가정을 두고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하여 온 메카주민(무하지린)들을 위한 것이라고 제 
시되고 있다. 

9- 1) 본절에 나오는 “그들”은 모두가 “무하지린”을 가르킴. 

2) 본문에 나오는 “자들”은 “무하지린”이 오기 이전부터 가정을 가지고 살아왔던 메디나 원주민 
들을 말하며 메카에서 온 주민들을 tt무하지린”이라고 하는데 대하여 이곳 주민들은 “안사• 
리”라고 불리워지게 되었다. 

3) 안사리들은 무하지린을 그들 가정에서 살게 하였고 가진 재산도 같이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카진”은 말하고 있다(타프씨르 알카-진 62/4). 

4) 전리품(가니마)을 무하지린들에게 분배하는 것에 대해 안사리들은 욕심을 갖거나 증오하지 
아니하였다. 선지자 무함마드께서는 “바니 나디르” 유대인 부족으로부터 획득한 재물(파이) 

을 분배할 때 안사리 3사람 외에는 모두 다 무하지린들에게 분배하였다고 전하여 지고 있다 
(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8권 op. dt, p.24). 

5) 샤후 : 그가 갖고 있지 아니한 것에 눈독을 들이고 또는 욕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쉬야 알싸 
위는 풀이하고 있다. 

(I戶公쌓;※(노G대I;; 成녀兵5分I; 

(?;仏乂匕 식노5^노따t 

사생(巧t匕 冬자 6방多가〜多던^ 

© (죄최와3호^ 

8. 일부는 무하지린을 위한 것으 
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 
의 기쁨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그 
분의 선지자들을 돕기 위하여 그 
들의 가정과 그들의 재산을 버려 
둔 채 쫓겨난 자들로 그들은 진실 
한 자들이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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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던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 
i 소서 저희의 마음속에 믿는 사람 
1 들데 대한 증오함이2ᅮ 남아 있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주여 실로 당 1 

E 신은 친절과 자비로 충만하십니다 
라고 말하더라 

錢■效뺐 5 
©見5고醜致射 _ 

11. 그대는 위선자들이 성서의 
백성 중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1> 

i 만일 너희가 추방 당한다면 우리 
도 너희와 함께 나가 너희의 일에 

1 관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귀를 기 
i 울이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전 
: 투에서 공격을 받는다면 우리가 
너희를 도우리요 라고 말하는 것 
욜 듣지 아니 했느뇨 그러나 하나 

I 님은 그들이 거짓하는 것들을 지 
켜보고 계시니라과 

넛 1서즛致6흐향今致^么多1 (고고※ 
^化£ᄃ (系5대속⑶상나니 나以 
고‘※쇼!;與淑典仏하必松接 

12. 그러나 그들이1) 추방당하여 
도 이들은2ᅮ 그들과 함께 나가지 
아니하며 그들이 전투에서 공격을 
받아도 이들은 결코 그들을 도울 

1! 수 없으며 이들이 도운다 하더라 
도 곧 뒤돌아 서리니 그들은 0}무 
런 도움도 받지 못하리라 

功部X향 t起切？多以勢賊功 
0(乂때多，淡1多射및 

13.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는 하 
1 나님보다 너희가» 더욱 두려울 것 

: 이라 이것은 그들이 이해하지2> 못 
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이라 

섰녕接一於쇼幻此^ 것 
©(必域應 

10-1) 뒤늦게 메디나로 이주하여 온 자들 또는 늦게 이슬람에 귀의한 자들을 가르키는 것으로 이 
1 해된다. 
„ 2) 제7장 43절 참조 및 비교 

1 11-1) 선지자 무함마드의 메세지를 거역한 r바니 까리자』와「바니 나디르」부족의 유대인들 
2) 본절은「암둘라 이븐 아비 이븐 술룰j 과 위선자들에 관해 계시된 것으로 이들은 “바니 나디 

1 르” 부족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이 같이할 것이며 그리하면 그들이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 하였다(알타쓰할 리울움 알탄진 110/4). 

1 12-1) 바니 나디르 부족의 유대인들 
2) 압둘라 이븐 아비 이본 술룰 및 위선자들 

t 13-1) 무슬림들 
2) 하나님의 위대함과 능력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꾸르뚜비는 말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 
르뚜비 35/18).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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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들은 요새의 마을과 성벽 
5 뒤가 아니고는 너희와 협력하여 
싸우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들간의 
싸움만 격렬할 뿐 그들이 하나로 

1 단결된 것처럼 보이나 그들의 마 
1 음들은 분열되어 있노라니 이는 그 
1 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이기 

때문이라 

(乂| 용도갑(s多往낫！公J多，;菜;5功호상 
샜쑈책고혹私次與 

©心特3J妙하과雄 

：； 15. 그들 이전의 자들처럼1> 이들 
1 도 사악한 결과를 맛보리니 고통 

스러운 응벌이 있으리라 

5 16. 그들은 사탄과 같나니 사탄 * 

1 은 인간에게 불신하라 하여 불신 : 

^ 하면 그는1> 나는 너희와 관계가 j 
! 없으며 나는 만유의 주님이신 하 
나님을 두려워 하도다 라고 말하 

i 니라 

■離紙짠빼，t<與의終 i 
必^ 스허않쑈功寒 ::i; 

3 17. 그리하여 이들의 말로는1> 불 
J 지옥이 되어 그곳에서 영주하니 
^ 그것이 사악한 자들을 위한 보상 
1 이라 

雜자。:^(炎화改棟6않 I 

© (玉^其川 

국 18. 믿는 사람들이여 하나님을 
! 두려웨>하고 내일을 위해2) 스스 
s 로가 무엇을 했는지 각자가 숙고 
^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 하 

左고미舞3빼1必必1■벨 ; 

©쇠다起나쑈년細1!숴？病 E 

14-1) 위선자들은 항상 그들의 생각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그들의 주장을 달리하면서 진리의 
i 백성들에게 적이 되자는 것에는 함께 모이는 자들이라고 “까타다”는 말하고 있다(타프씨르 
} 알꾸르뚜비 35/18). 

1 15-1) 바니 나디르 부족의 유대인들이 추방당하고 메카 불신자들이 바드르 전투에서 패하여 포로 
들이 되었듯이 바이되위는 바드르에 있었던 불신자들처럼 유대인도 그렇게 될 것이며 지나 h 

1 간 세대가 멸망했던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바위되 
1 위 47B신》. 1 
| 16-1) 사탄 

1 17-1) 위선자들과 유대인들의 말로 

I 18-1) 타끄와 : 제2장 2절 참조 
은 2) 부활의 날을 위해 어떤 선행과 의로운 일들을 하였는지，이브누 까씨르는，“너희에게 약속된 

날 너희 스스로를 위하여 어떤 선행을 저축하여 두었으며 그날 너희 주님께 제시할 저축된 
- 선행이 무엇이뇨”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477/3). 

必^觀청^■臣越因■理텔M技■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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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로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19. 그리하되 하나님을 망각한 
자1》처럼 되지 말라 그리하면 그분 
욘 그들의 영혼을 그들로 하여금 
망각케 하시나니 그들이야말로 죄 
인들이 라 

20. 불지옥의 무리와 천국에 사 
는 동료가 같지 아니하니 이들이 
승리자들이라 

21. 하나님이 꾸란을 어느 산에 
계시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두려 
워 겸손해 하고 분리되는 것을 너 
회가 보았으리라 하나님은 이것을 
인간에게 비유하였나니 이로 하여 
그들이 숙고하도록 함이라1》 

22.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나니 
그분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도 알고 계시는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분이시라 

23.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으며 
그분은 왕이시요 성스러운1> 분이 
시며 평화를 주시고 안전을 수여 
하시는 분이며 모든 것을 지켜주 
시는 분이시며 가장 위대하시고 
권세와 모든 위대함의 소유자이시 
라 그들이 비유하는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소서 

리介必했패端I必。화！생있 

以리I 다상생 
©6多쳰;均幻1 

此대닛‘빠 
닛，化13以^지」玄 

P明I; 一쌌꿋홧해(년此必 
@其찌^必 

떠 IJ쟁I돼松免幻0公샀效必 
격(요i일 I (쇼各i方 쇼公 | 

©述^ 

19-1)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율법을 지키는 일 

21-1) 지혜와 이성을 부여받은 인간에 대한 비유로써 이성과 지혜가 없는 산에다 계시를 내렸다 
하더라도 그 산은 하나님이 두려워 겸손하고 명령에 순종하였을 것인데 지혜와 이성을 가 
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 하지 아니 하는가? 라는 뜻으로 풀이됨. 

23-1) “꾸두쓰”는 피조물의 속성올 벗어난 부족함도 그리고 잘못도 없는 가장 완전한 속성이라고 
풀이되고 있다(알타쓰힐 리울룸 알탄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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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요 형상을1》만드 
는 분이시라 가장 훌륭한 이름들 
은 그분의 것이며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께 영광을 
드리나니2〉실로 그분은 권능과 지 
혜로 충만하심이라 

져1;匕沙切녀‘四I &射야必 
표쇼대 사홋 

겨 

24-1) 무사위르 :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형상을 만드는 분이라는 뜻으로 “태내에 그분의 뜻대로 너 
회의 형상을 만드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라는 말씀이 이를 입중하고 있다. “카진”도 “원하는 
대로 형태를 창조하는 분”이라고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카진 73/4). 

2) 제7장 180절 및 제17장 110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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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나에서 계시된 13절로 이슬람법의 일면을 다루고 있다. 하나님 

에 대한 사랑과 증오에 관한 것과 선지자 무함마드가 메카를 공격할 
것이라고 메카 주민들에게 편지를 썼던「하띠브 이븐 아비 발타아」에 

관한 것과 하나님 적에 대한 규범 및 무슬림에 대한 살생을 금기하고 
있는 규범, 메카로부터 이주하여 온 여성 무하지린들에 대한 규범과 
그 여성들에 대한 시험 등 이슬람 율법의 일면을 다투고 있다. 

본 장은 하나님 적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 무슬림들을 박해하여 가 
정과 재산을 두고 메카를 떠나게 함으로써 믿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적들에 대한 경고를 시작으로，현세에서 함께 사는 친척이나 
자손이나 친구들은 내세에서는 조금도 인간에게 유용하지 아니하며 
오직 유용한 것은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의로운 일을 실천했던 것 뿐 
이라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모범의 신앙으로 비유하여 예를 들면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살해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관 

한 조항과 더불어 헤즈라 때 이주한 여성들을 시험하되 그녀들의 믿 
음이 사라질 때는 다시 불신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얘기한 후 하나님의 적들에 대하여 믿는 신도들에게 경고함으 
로써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이 뮴타히나<시험받고 조사받는 여성)로 불리워지게 된 이유 
와 배경은「우끄바 이븐 아비 무이뜨」의 딸「움무 꿀씀」이 선지자 무 
함마드에게로 이주하였을 때 그녀의 믿음이 사실인지 시험하여 보라 
는 데 기인하여「움타히나」장으로 불리워지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 
다{본장 10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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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0 장 

우시고 자매^우신 
^나님의 이름으로 

1. 믿는 사람들이여 나의 적과 
너희 적올 친구로 하여 너희에게 
도래한 진리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 선지자와 너희 자신 
들을1ᅭ 추방한 그들에게 사랑을 베 
풀려 하느뇨 너희가 나의 길에서 
성전하고 나의 기쁨을 추구하려 
한다면2>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말라 나는 너희가 숨기는 것과 드 
러내는 모든 것을 알고 있나니 이 
렇게 행하는 자 우구든 을바론 길 
에서 벗어나니라3> 

2. 그들이 너희 위에 있게 된다 
면 그들은 적들처럼 너희에게 대 
할 것이며 그들의 손과1> 그들의 
혀로써 너희를 저주할 것이며 너 
회가 그 진리를 거역하기를 원할 

것이라 

3. 부활의 날에는 너희 친척도 
너희 자손도 너희에게 유용하지 

.y•났a• 

o소安多 k쇼f多 I고U-다 

뇨 I。泰제j幻®私첸 

i按切 s때多강珍최생샛微 
효;々적고任公향혹녀! 以었 
① ■此: 於述技從私:後所 

技«빼抵■빼 솨 

應，旧빼넷■必幻빼 

1- 1) 선지자 무함마드와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 
2) “너희가 나(하나님)의 후원자들이라면 나의 적들을 친구로 삼지 말라”라는 듯으로 울루씨는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울투-씨 67/28). 

3) 본절은「하띠브 이븐 발타아」에 관하여 계시된 것으로^ 선지자 무함마드가 메카를 정복할 준 
비를 하였을 때 “하띠브”는 메카 주민들에게 선지자 무함마드가 공격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씨서「좌이나」-여행가는 한 여성-편으로 그 서한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선지자 무 
함마드에게 계시가 내려졌으며 그래서 선지자는 r알리」와 r주베이르」, 그리고「미끄다드j 를 
보내면서 말하길, “서둘러 가서 그 여자가 가지고 가는 서한을 가지고「라우다 카크」까지 오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 라우되까지 왔는데 그때 그녀는 그곳에 있었다. 그래 
서 그녀에게 그 서한을 내노라고 하였더니, 그녀가 말하길, “저에게는 어떤 서한도 없습니 
다”라고 하자 그녀에게，‘‘그 서한을 내놓지 아니하면 피해를 보리라”하였다. 그러자 그녀는 
뒷머리 댕기에서 그 서한을 꺼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서한올 가지고 선지자에게 와 펼쳐 보 
았을 때 그 서한에는 메카 불신자들에게 선지자 무함마드의 일들에 관한 것을 알리는 내용 
이 담겨 있었다. 

2- 1) 구타하고 살해하기 위해서(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犯권 op> dt, ix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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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나니1>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 

하시매 실로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 
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4. 여기에 너희를 위한 아브라함 
과 그와 함께 한1》그들의 교훈이 
있나니 그들이 백성들에게 이야기 
한 것이라 우리는 너희와 관계가 
없으매 너희가 하나님 외에 숭배 
한 것과도 관계가 없노라 또한 우 
리와 너희 사이에 일어난 적의와 
증오는 너희가 하나님을 홀로 경 
배할 때까지2> 영원토록 관계가 없 
노라 그러나 아브라함은3》그의 아 
버지를 향해 당신을 위하여 제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하 
여 하나님께 관용을 기원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힘이 없나이다 라 
고 말하고 주여 실로 저희는 당신 
께만 의탁하오며 당신에게만 회개 
하나니 저회의 목적지는 당신이옵 
니다 라고 하더라 

5. 주여 저희가 불신자들을 위한 
시험이1>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 
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실 
로 당신은 위대하고 현명하신 분 
이십니다 

6. 실로 너희를 위한 교훈이 그 
들안에1ᅩ 있나니 이는 하나님과 내 

다와⑷ cl次以향티것내反 “화 
技多其功혜炯뺐起:J 행其文 

C:篇成均(公他냈故 ^.4 
외ᄑ改多좌效知士교¥ 

® 고9分평고좌 

疏成跡막솬义多立成起版抄? 

성!;此峰^次匕妙；在紙유成 

3- 1) 메카에 있는 가족과 친척을 빙자하여 선지자와 믿는 사람들을 기만했던 하띠브에 관하여 계 
시된 절 Ob吐 p.34) 

4- 1) 아브라함의 인도에 따라 믿음을 가졌던 신앙인들(제9장 114절 참조) 

2) 하나님은 신앙인들(무으민》에게 명령하사 신앙을 갖되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 믿음을 가졌던 
신앙인들의 모범을 따르고 불신자들을 대하되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 한 신앙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범을 따르라고 충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신앙(이만》은 하나님의 적들과 그들의 적 
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Ittd p.34). 

3) 제9장 114절 참조 

5- 1) 제8장 法절그리고 제2장 102절 참조 

6- 1) 아브라함과 그와 같이 했던 신앙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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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를 원하는 자를 위한 것이며2)외 
1 면한 자 있다 하여도 하나님은 충 

1 만하사 모든 찬미를 받으시니라 

©않與;此缺영逐系與 : 

7. 하나님은 너희와 적의를 품고 
1 있는 그들 사이에 우정을 이르게 할 
| 수 았^거니 실로 하나님은 전능하 
사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년슛巧4후巧볏⑥以그 
® 名藏■勤麻 ! 

8. 하나님은 종교를 이유로 너희 
에게 대적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1 너희 주거지로부터 추방하지 아니 
1 한 자들에게 친절하고 그들과 공 
1 정하게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지 
1 아니하셨나니 실로 하나님은 공평 
1 하게 행하는 자들올 사랑하시니라시 

해 쇼생5향 多(조화 c戶표必나쥰싯 
mi■與 ! 

©허接■述11 

I 9. 하나님은 종교를 이유로 너희 
1 에게 대적하고 너희를 너희 주거 
j 지로부터 추방하며 너희를 추방함 
1 에 협력한 자들과 우정을 맺는 것 
1 만을 금지하셨나니 그들과 우정을 
j 맺는자 누구든지 의롭지 못한 자 
| 들이라 

ᅀ었以5(在과立호突接<2과 公夕^在학 

必와炎 : 

10. 믿는 사람들이여 믿음을 가 
I 진 여성이 너희에게 올 때1> 그녀 
1 들을 시험하라 하나님은 그녀들의 

빠낚때與! 1 

與⑶⑶炎次^效^ { 

j 2) 내세에서 하나님의 보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옹벌을 두려워 하는 자 

1 8-1) 이 절은「카자아」에 관해 계시된 것으로 그들은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화해를 구하고 그분 
에게 대적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공정한 거래를 

j 하도록 허락하였다고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Ibid. pi36). 

i 10-1) 선지자 무함마드와 메카 불신자들 사이에 있었던 후데이비야 평화협상은 다음 사항을 포함 
! 하고 있다. 메카 거주민 가운데 무슬림들이 을 경우는 돌려 보내지 아니하나 메카 거주민 
> 가운데 불신자들이 을 경우는 돌려 보내기로 하였다. 그런데「우끄바 이븐 아비 무이뜨j 의 

딸「움무 쿨씀」이 선지자 무함마드에게로 이주하여 왔을 때 그녀의 형제「움마라」와「왈리 1 
^ 드j 가 그녀를 뒤쫓아 와 서지자께 말하길，“그녀를 우리에게로 돌려 주시요”라고 하자 선지 I 
S 자는，“조건에 남자 또는 여자라는 조건이 없었도다”라고 대답하자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1 

해설가들은 풀이하고(lb吐 p.36) 이브누 압바쓰는 그녀는 남편을 중오하고 세상 욕심을 위 1 
해 이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선지자를 사랑하여 이슬람에 귀의하기 위해 이주한 것이 | 

S 라고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바흐르 알무히뜨 256/8).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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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을 온전히 알고 계시니라 그 
때 너희가 그녀들이 믿는 자들임 
을 발견했다면 그녀들을 불신자들 
에게로 보내지 말라 또한 이 여성 
들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며 
또한 불신자들은 그녀들에 대한 
권리가 없노라2ᅩ 그리고 그녀들에 
게 그들이 지불한 것은 주되3ᄎ 너 
회가 지참금을 지불하고 그녀들과 
결혼할 경우는 죄악이 아니거늘4ᅩ 
믿지 않는 여성들과 결혼하지 말 
라 그리고 너희가 지불한 것을 요 
구하고5》그들을 그들이 지불한 것 
을 요구하도록 하리니6〉그것이 하 
나님의 판정이라 실로 하나님은 
아심과 지혜로 충만하시니라 

11. 너희 아내 중에서 너희를 버 
리고 불신자에게로 갈 때 공격하 
여 전리품을 획득한 것이 있다면 
아내가 떠나버린 그들에게1》그들 
이 지참금으로 지불했던 만큼 지 
불하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두 

려워 하라 

12. 선지자여 믿는 여성들이1> 그 
대에게 와 하나님과 어떤 것도 비 
유하지 아니하고 훔치지 아니하며 

始첬於滿接起松與구誠^ 
느 Iji公3S 多ᅪ!多 
必 故逆^?與;i；& 

細 »피⑶싸되■ 

■巧多 32解■物^^ 
化：抑갇逆 

2) 믿는 여성이 불신자 남성에게，믿는 남성이 불신자 여성과의 결혼이 허용되지 않음을 제시 
하고 있다. 

3) 불신자가 그녀의 아내에게 지불했던 지참금. 아내가 이슬람에 귀의했을 때는 그녀의 남편이 
아내에게 지불했던 지참금을 돌려 줌으로써 불신자 남편에게 아내와 재산까지 피해를 주어 
서는 안된다고 풀이되고 있다(알바흐르 알무허뜨 257用》. 

4) 이주하여 온 여성에게 지참금을 지불한 후 결혼하는 것은 무슬림들에게 허용된다(타프씨르 
알카진 79/4). 

5) 믿는 사람들이여! 너희 배우자가 불신자가 될 때는 너희가 지불한 지참금올 요구하고 
6) 불신자들은 이주하여 간 아내에게 그들이 지불한 지참금을 요구하라. 

11- 1) 무하지린 남자의 아내가 남편을 떠나 불신자가 될 경우 전리품에서 그 남자에게 그가 그녀 
의 아내에게 지불했던 지참금과 같은 만큼의 액수를 주어야 한다고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명령하였다(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486/3). 

12- 1) 선지자 무함마드가 메카를 정복하였을 때 메카 여성들이 선지자에게로 와 남성들이 이슬람 
에 귀의하겠다고 맹세했듯이 그녀들도 이슬람에 귀의하겠다고 맹세를 하자 본절이 계시된 
것이라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8권 op. cit, p.37). 

M出■■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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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하지 아니하고 자식들을 살해 
하지 아니하며23 스스로 허위를 조 
작하여 중상하지 아니하고 그대의 
일에 거역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말한 그녀들의 맹세를3) 받아드리 
라 그리고 그녀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실로 하나님은 관용 
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13. 믿는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는 자들을1〉친구로 삼 
지 말라 그들은 내세에 관하여 실 
망하고 있나니 이는 무덤속에 있 
는 불신자들이 실망하는 것과 같 
으니라 

_■，，商往盤的_，棟■&:보油，뚜■해，，■，■수^^ 

‘名갰刀淑썻i私臟起抄; 

;雜物나다방兵넷其I 在々敵 

2) 이슬람 이전 무지의 시대에 살았던 아람여성들은 과부가 되고 가난이 두려워 여자 아이들 
을 살해했었다. 

3) 메카 정복 이틀째 되던 날 남성들이 믿음을 갖는다고 맹세한 후 여성들도 “사파”동산 위에 
서 맹세를 하였다. 이때 선지자는 산위에 있었고 우마르는 산 아래에 있었다고 o}부 하이얀 
은 풀이하고 있다(Ibid p.38). 

13-1)「하싼 바스리」는 “노여움을 받지 않는…”라는 절로 보아서 유대이들이라고 풀이하고，이브 
누 압바쓰는 모든 불신자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갖게 됨으로 그들은 메카 불신자들이라고 
보고 있으나(알바흐르 알무히뜨 250/8) 본 절에서의 “노여움을 받은 이들”이란 유대인과 기 
독교인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로 그들은 하나님의 노여움과 저주를 받는 자들이라고 보는 
견해고 일반적이다(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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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나에서 계시된 14절로 이슬람법 중의 일부인 전투와 하나님 적 

에 대한 성전, 하나님의 길에서 종교를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한 자기 
희생，현세와 내세에서 믿는 사람들의 행복이 될 수 있는 번창한 사업 
등을 다루면서 주로 성전에 관하여 묘사하고 있다. 대열에 서서 전투 
를 한다는 점에서 본장이 사프(전쟁의 대열)장이라 불리워지게된 동 
기로 보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8권 op. dt, p.41). 

본 장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되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약속을 
위반해서는 아니됨을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하나님 적에 대한 
투쟁에서 용감하게 대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드높여야 한다는 이야 
기를 한 후, 모세와 예수의 선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상황과 모세와 예 
수가 하나님 사업을 위해 겪는 어려움과 고난등의 이야기를 언급하여 
메카 불신자들에 대항하여 선교하는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로하고，하 
나님과 예언자들의 승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믿는 사람들의 사업 
이 번창해야 함을 촉구하면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종교에서 승리한 
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본장을 끝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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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1 장 

：4비로우시고 우^I 
하나님의 이^^로 

1-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 
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하라 실로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 
로 충만하시니라 

2. 믿는 사람들이여 너희가 행하 
지 아니하면서 입으로만 말하느뇨1> 

3. 너희가 말하고 행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증오스러 
운 것이라1> 

4. 실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분 
을 위하여 대열에 서서 견고한 건 
물처럼 자리를 지키며 성전에 임 
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니라1> 

5. 모세가 백성들이여 너희는 왜 
나를 해치려 하느뇨° 내가 너희에 
게 보내어진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너희는 알지 않느뇨 라고 그의 백 
성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은 외면하 
였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 ■邊 
O소숏겆 1(삶혹양I고 t守" 

①;^與■與守피他幕 

與성볏계與 쇼⑶效! 

®6펴성與^御‘故:끄 

缺;고% 技었홧以和교必紙!s 
我犯e石步犯細많6味與나사故; 

2- 1) 실천할 수 없는 말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교훈으로, 약속을 하고 말을 하고서도 지키지 아니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는 것으로 이브누 까씨르는 풀이하고 있다. 위선자의 
예증으로 3가지가 있나니 “약속을 하고서 위반하는 것，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거짓 중언하 
고 그리고 믿으면 속이는 것이라”고 부카리와 무슬림도 전하고 있다(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491/3). 

3- 1) 말을 하고 약속을 하면 꼭 실천해야 한다는 교훈 

4- 1) 하나님의 길에서 그리고 하나님 사업을 위해 성전할 때는 견고한 건물처럼 자리를 지키며 
적을 맞이하여 싸워야 한다는 교훈으로 적과의 전투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 
인가를 제시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821/18). 

5- 1) 모세의 백성들은 이따끔 모세에게 거역하고 고통을 주며 때로는 그를 욕되게 하였다(제33절 
69절 참조). 또한 구약성서 민수기 제12장 1-13절에서도 모세를 욕되게 하고 있는 내용이 나 
온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본절은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로하는 절로 
써 모세가 그의 백성의 모욕과 조롱을 인내했듯이 무함마드도 메카 불신자들의 모욕에 대하 
여 슬퍼하지 말라는 위안으로 풀이된다. 

巧技맹⑮램◎험§혈해g요^병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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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게 하였도다 실로 하나님은 
사악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 
하시니라 

6. 마리아의 이들 예수가1> 이스 
라엘 자손들이여 실로 나는 너희 
에게 보내어진 선지자로써 내 앞 
에 온 구약과 내 후에 올 아흐맏 
이란2> 이름을 가진 한 선지자의 
복음을 확증하노라 그러나 그가3》 
분명한 예중으로4> 그들에게 임하 
였을 때 이것은 분명한 마술이라 
하였더라 

7. 이슬람에 초대받았음에도 불 
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거짓하 
는 자보다 더 사악한 자 누구이뇨 
실로 하나님은 사악한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니라 

8.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 
의 빛을 끄려하고1》불신자들이 그 
것을 혐오하려 하여도 하나님은 
그분의 빛을 완성케 하시니라 

9. 복음과 진리의 종교를 선지자 
를 통하여 보내시고 그것이1》다른 

與抄勝; 想어政述石⑪在3鄕 
■및與빼최^ 

◎슝넣노의및지 (灰以e? 

j仏냥效네 J육i보비以班f(分나 
6 빠▲빠빼 

。놨故!?七혹必必遠찾必앞 
©述빼 

송多빼ji닭 (교心々V好以^조읽 

6-1) 유대 백성에 대한 예수의 임무는 마태복은 제10장 5-6절, 제15장 24절(에수께서 대답하여 가 
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 하였노라…》, 
제15장 26절(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 아흐맏 또는 무하맘드는 “찬양받는 자”란 언어적 의미로 그리스어의 Pfericlytos로 번역되어 
있다. 요한복음 제14장 16절，제15장 26절，제16장 7절에 나오는 "Comforte，는 그리스어의 
Paracletos의 의미(주창차，돕는 자，친절한 친구…》는 Pferidytos가 잘못 발음되어 Paracletos 
로 발옴되면서 그 뜻이 영어의 Advocate로 번역되었다. 예수가 말한 원래의 말씀에서는 아 
흐만(Ahmad)란 이름을 가진 예언자가 온다는 것을 예언하였다<꾸란 제21장 107절, 제9장 
1我절 및 제3장 81절 참조). 
한편 하디쓰에서도 선지자 무함마드의 이름은 다섯가지로 그 중의 하나가 이호맏이라고 전 
하고 있다(내게는 다섯가지의 이름이 있으니，무함마드, 아흐맏, 하쉬르, 마히 그리고 아끼브) 

3) 예수 
4) 죽은 자를 살게 하고 장님과 봉사를 치료한 예중 둥 하나님의 허락으로 예수가 보였던 모든 

기적 

8- 1) 꾸란을 마술이라 욕되게 하여 하나님의 빛인 이슬람을 거역하려 한 불신자들의 행위 

9- 1) 선지자 무함마드를 통하여 계시된 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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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교 위에 두신 분이 하나님 
이시라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것을 
싫어하더라 

10. 믿는 사람들이여 상업을 가 
르켜 주리라1> 그것이 고통스러운 
응벌로부터 너희를 구하리라 

11.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그 
분의 선지자를 믿으며 하나님 사 
업을 위해 너희 재산과 너희 생명 
으로 성전하는 것으로1> 너희가 알 
고 있다면 그것이 너희를 위한 복 
이라 

12. 하나님께서 너희의 과오를 
용서하사 강물이 흐르는 에덴의 
천국 안에 있는 아름다운 거주지 
로 인도하시나니 그것이 위대한 
승리라 

13. 너회가 좋아하는 다른 축복들 
도 있나니 하나님의 원조와 신속한 
승리라1》그러므로 믿음을 가전 자 
들에게 기쁜 소식을2> 전하라 

14. 믿는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길에서 돕는 자가 되라 마리아의 

®▲必、;敎사吹;붸妙쐈_賊 

玄)!와쓰在公往 6;느建;상以과 6多향 
©述^ 쇼^必®p多^ 

.背&雄典始삶요效疾 
© 획!S태와化고흙往엊承도致그; 

© 

浴⑫士與다與比塔호故此셋凝 

10- 1) 티자라 : 거래，무역이란 의미로 어떤 것을 주고 그가 바라는 것을 얻은 것을 말한다. 즉 본 
절에서의 거래라 함은 우리 인간이 주는 것은 소량이나 인간이 내세에서 받을 약속받은 양 
은 너무나 많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끝없는 풍성함과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제9장 111절 참 
조). 

11- 1) 성전(지하드)은 다음 3가지로 묘사되고 있다. 

첫째，자기 자신을 정복하고 유혹을 자제하는 것 
둘째, 욕심을 버리고 사랑을 베푸는 것 
셋째，하나님 적에 대항하여 자신과 재산을 바쳐 하나님의 종교가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라 
고 r이맘 파크리」는 풀이하고 있다(알타프씨르 알 카비르 316/29). 

13-1) 적들에 대한 승리 또는 메카정복에 대한 승리라고 풀이된다. 이브누 압바쓰는 페르시아와 
로마의 정복에 대한 승리라고 말하고 있다. 

2) 내세에서의 보상으로，현세의 진리는 내세의 은혜로 연결하여 주는 교두보이다(타프씨르 알 
바흐르 알무히뜨 263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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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예수가1> 그의 제자들에게2》 
하나님의 길에서 누가 나를 돕겠 
느뇨 라고 했을 때 저희가 하나님 
의 길에서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은 대답했노라 그리하 
여 이스라엘 자손의 무리는 믿음 
을 가졌고 다른 무리는 불신하였 
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적에 
대항하여 믿음을 가진 자들을 도왔 
으니 그들이 승리자가 되었노라 

14-1) 마태복음 제16장 24절에서도 언급되고 있다(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2) 제3장 班절 참조. 예수의 12제자의 이름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언급되고 있다. 또한 
“바위되위”도 예수를 따라 믿음을 가졌던 12제자라고 풀이하고 있다(하쉬야 알바위되위 
4松성). 

典後錄여 3해 ij版比故命刺 
6 文도)p운0호，:!々以以적성‘도，'“요, 
© 쇼一I◎石고抄與쇼#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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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장 주므아 

메디나에서 계시된 시절로 이슬람법의 일면을 다루면서 그 가운데 

서도 금요 합동예배의 규범을 언급하면서 믿는 신도들에 대한 의무사 
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장은 최후의 선지자 무함마드를 선지자로 보내어 암혹과 방황으 
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고 인간사회의 병을 치료하는 메세지를 보낸 이 
야기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유대인들을 비유하사 책 
들을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당나귀에 비유하고 금요예배에 대한 규 
범，예배시간을 알리는 아잔 및 이까마가 울리면 상품판매 및 거래행 
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하면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이 주므oK모이는 것 또는 금요예배)라고 불리우게 된 배경은 
본 장 10절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믿는 사람들이여! 금요일 예배 
의 아잔이 들릴 때면 서둘러 하나님을 염원하고 거래를 중단하라 너 
회가 알고 있다면 그것이 너희를 위해 복이 되니라”라는 절에서 기인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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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2 장 

자비^우시고 자에^우신 
^나님의 이름으로 

1.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 
이 하나님을 찬미하나니 그분은 
왕이시요 성스러우시며 위대하시 
고 지혜로우시니라 

2. 하나님이 그들 백성중 무학자 
인 무함마드를1> 한 선지자로 보내 
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2> 
낭송하고 그들을 청결케3> 하며 그 
성서와 지혜를4> 가르치도록 하였 
나니 실로 이전의 그들은 방황하 
고 있었노라 

3. 아직 이르지 아니한 그밖의 
백성에게도1> 유익하게 하셨나니 
실로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충 
만하심이라 

4.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분 
은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위대한 은혜 
의 주님이시라 

5. 구약의 율법을 받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한 그들을1> 비유하사 

Q스e身 1(나々M>U-다 

u췌뺐 o顯與우與必낫法 

■심뛰典兩嚴때Id公6與 
“졌P士}以핏令강《휘技與^ 

® 煙域必銳빠。與 

© 旧棟浴德油於雜 

沒사회셨起 聲 

2- 1) 읽지도 못하고 쓸 수도 없었던 그 시대의 아랍인들을 “움미”라고 하였으며 그래서 그들 사회 
에는 4•움미야”(무학)라는 용어가 잘 알려져 있다. 선지자 무함마드도 그 당시의 아랍 사람들 
을 표현할 때，“우리는 아직 배우지 아니한 백성들로 쓰지도 아니하고 계산도 아니하도다”라 
고 말한 것이 하디쓰로 전하여 지고 있다. 

2) 꾸란 
3) 믿음으로 마음을 순결케 하는 것 
4) 꾸란과 하디쓰 

3- 1) 부활의 날까지 이슬람에 귀의할 모든 인류.「싸위」는 그 시대에 믿음을 가졌던 백성 및 그들 
이후에 을 모든 백성으로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꾸란은 그 시대에 있었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날까지 올 모든 백성들에게 계시된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하쉬야 알 
싸위 알라 알 잘라라인 204/4). 또한 **무자히드”는 아랍백성 외에 선지자를 인정한 모든 외국 
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까씨르 49公성乂 

5-1) 유대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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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들을 짊어지고 다니는 당나귀와2> 

같다 하였거늘 사악함은 하나님의 
말씀올 거역한 자들과 같니라 실 
로 하나님은 사악한 백성들을 인 
도하지 아니 하시니라 

6. 일러가로되 유대인들이여 너 
회가 주장하듯 너희가 다른 백성 
위에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자라 
면1> 너희가 진실이라 할 때2> 죽음 
을 기원해 보라 

7. 그러나 그들은 이전에 그들의 
손들이 저지른 행위로1> 말미암아 
죽음을 기원하지 못하니라 실로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을 알고 계 
시니라 

8. 일러가로되 너희가 피하려 한 
죽음이 실로 너희를 덮치니라 그 
때 너희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 
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께 
보내어지매 그분은 너희에게 너희 
가 행하였던 모든 사실을 말하여 
주시리라 

9. 믿는 사람들이여 금요일 예배 
의 아잔이 들릴 때면 서둘레> 하 

必■抄I與巡S此與其必師 
® 述，，t 

W 용。A향棟1;街a賊必鄭述쑈 
© ᅪᄎ收鄕 

©설V數해냔必드영대여敎域; 

6接多炎私與故 S⑮산 ◎■호 
초匕其혁다 쌘요‘藏此 

5之살 U보‘노 I女책그☆벤니은公成 C妄로 

2) 구약의 율법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것은 책올 짊어지고 
다니는 당나귀처럼 성서를 짊어지고는 다니나 아무 효용이 없어 그 책들이 유용하지 아니하 
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뿐이라고「꾸르뚜비」는 비유하고 있다. 

6- 1)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써 그분의 총애를 받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있는 내세는 자기들 만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면서，“유대인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들 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를 내려 그들이 거짓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8권 o다 cit, p.班). 

2) 저12장 公4~96절 참조 

7- 1) 불신하고 오만하며 선지자 무함마드를 거역했던 그들의 행위 

9-1) 싸이 : 달려가지 아니하고 차분히 걸어가는 것이라고(알타쓰힐 리움룸 알탄질 119/4) 풀이되 
고 있다. 또한 하디쓰에서도, “예배를 행할 때 차분히 걸어오라. 차분히 걷는 너희에는 평안 
함이 있느니라”라고 전하여 지고 하싼은 예배를 드리려 올 때 평안하고 침착하게 오되 마음 
과 의도와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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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을 염원하고 거래를 중단두라2》 
너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이 너희 
를 위해 복이 되리라 

10. 예배가 끝났을 때 대지에 분 
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염원하라1> 그리하면 너 
회가 번성하리라 

11. 그러나 거래와 어떤 오락을 
보면 그대를 두고서 떠나는 자들 
이 있나니 일러가로되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오락이나 거래보다 
나은 것이라 하여라 실로 하나님 
은 가장 훌륭한 양식의 수여자이 
시니^^ 

心。與;⑷版셨犯必成多明 

행 3接;鄕!々기此1與顧^ 

^ ©，與 

2) 금요 합동예배를 알리는 아잔 소리가 들리면 금요예배의 설교(쿠트바)를 경청하고 예배를 
근행하기 위해 하던 일들 즉 상거래 행위를 멈추라는 교훈이다. 

10- 1) 하나님을 염원하는 것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며 그분께 순종하는 자는 그분을 염원하는 
자라. 그러나 그분께 순종하지 아니한 자 그가 하나님을 많이 찬미하였다 하여도 그는 하나 
님을 염원한 것이 아니라(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8권 印. dt, tx班). 

11- 1) 자베르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설교단(민바르)에서 금요 합동예배를 
인도하고 있을 때 대상이 왔다. 이때 선지자의 추종자들 중 자베르와 아부 바크르 그리고 
오마르 등 12명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 대상을 맞이하려 서둘러 나갔다. 이에 관하여 본 
절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Ib吐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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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장 무나피쿤 

메디나에서 계시된 11절로 다른 메디나 계시들이 다투고 있는 이슬 
람법과 규범 그리고 이슬람법 운용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본 장이 위선과 위선자들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으로써 본 
장의 명칭이 무나피쿤(위선자들)의 장이라고 불리워진 것으로 본다 
(Ibid. p.55). 

위선자들의 속성 즉 겉과 속이 다르게 거짓하는 속성，입으로는 그 
럴 듯 말하나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고 선지자 무함마드와 무슬림들에 
대한 기만，이슬람을 믿는 척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슬람에 
귀의하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권모술수 등을 언급하면서 본 장이 시 
작되고 있다. 

또한 선지자 무함마드의 권리에 대한 위선자들의 욕된 언행을 이야 
기한 후 현세의 사치와 오락에 탐닉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여 멸망의 길에 빠져 있는 위선자들 처럼 되지 말라 

고 믿는 신도들에게 경고하면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因빼요^^^뼈■였雄^^述^^^^■法，■，繼^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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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적이라 그러므로 그들을 
1 주의하라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 

게 있을 것이라 그들은 얼마나 진 
리에서 벗어나 유혹되어 있느뇨 

；：] 
i 

5. 하나님의 선지자께로 오라 그 
분께서 너회의 죄를 사하여 달라 

\ 고 기도하실 때 그들욘 얼굴을 돌 
리나니 그대는 그들이 크게 오만 
하며 외면하는 것을 보리라 

우;있;多워 찮^향호金삶그최; 

6. 그대가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 기 도하든 아니 하든 그들에 게 

I 는 똑같은 것으로1ᅩ 하나님은 그들 
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니 실로 
하나님은 사악한 백성들을 인도하 

| 지 아니하시노라 

차워域^싶被皮切與다 

©應典쳇어效빼 ； 

7. 하나님의 선지자와 함께 있는 
: 자들이 분산할 때까지 그들에게 
자선을 베풀지 말라고 말하는 자 

i 들이 바로 그들이라 하늘과 대지 
의 보물이 하나님께 있으나 위선 

| 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노라1> 

스、(JSiJ 고니사^ 1多좌과고 
께⑶교삐흠값起 

8. 그들은 우리가 메디나로 돌아 
! 가 더 강한 자가 더 천한 자를 추 
방하리라고1> 말하더라 권능은 하 
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와 믿는 자 
들에게 있나니 위선자들은 모르고 
있노라 

觸觸敬故銳A紋◎缺被 은 
起與疏徒明^^쒔腺 : 

1 6-1》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지자로부터 벗어난 자들을 위한 기도는 무런 효용이 없음올 
제시하고 있다. 

i 7-1) 선지자 무함마드와 함께 메카로부터 이주하여 메디나에 거주한 무하지린은 메디나에 거주했 
! 던 안사리들의 환영과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메디나에 있었던 위선자들은 무하지린에게 도 

움을 주기는 커녕 무하지린들이 선지자 무함마드를 떠날 때까지 그들에게 자선을 베풀지 말 
라고 까지 하였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8권 op. cit, p.58). 

호 8'1) •■이브누 쑬룰”이 말하길，“우리가 이 전투-바니 알무쓰 딸라끄-에서 메디나로 돌아가면 더 
강한 우리가 더 천하고 보잘 것 없는 선지자 무함마드와 그의 추종자들을 추방하리라”고 하 

1 였다(Ibid ix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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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믿는 사람들이여 너희 재물과 
너희 자손들로 인하여 너희가 하 
나님을 염원함에 벗어나서는 아니 
되나니 그렇게 하는 자 누구든 손 
실자들이라 

10. 그러므로 죽음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베푼 일용 
할 양식으로 자선을 베풀라 그렇 
지 아니하면 주여 잠시 저를 유예 
하여 주소서 제가 자선을 베풀어 
의로운 자 중에 있겠나이다 라고 
말하게 되리라 

11. 그러나 하나님은 결정한 때 
가 이르면1> 어느 누구도 유예하지 
아니하시거늘 하나님은 너희가 행 
하는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니라 

계莫(1은호效後;；如^多^ 따■행 
0 최※ 좌^대난p; 

쇄3心지했숀父요寒 
©《3쇠，5技1; 

와此y 베;V犯해a엊次 
® 쇼^다 

11-D 믿음으로 선을 실천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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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4장 타가분 

메디나에서 계시된 18절로 이슬람법과 메카 계시의 내용과 유사한 
이슬람의 기본 원리를 다루고 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분의 발자취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인간 
과 하나님을 불신한 인간을 주제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역했던 지나간 백성들이 그들의 거역함으로 인하여 멸망된 교훈을 
비유하고 부활은 진리이니 반드시 도래한다는 이야기，그리고 부활을 
불신하고 조롱한 불신자들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과 선지자에게 순종 
하되 하나님의 부름에 거역해서는 아니 된다는 경고，성전과 헤즈라 
를 방해했던 일부 아내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언급한 후, 하나님의 사 
업과 영광을 위하여 재물을 바치되 근 색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 사업 
을 위해 재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임을 마지막으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9절，“군집하는 어느날을 위하여 그분(하나님)께서 
너희를 집합시키는 그날은 너희 가운데 잃은 자와 얻은 자가 있게 되 

는 날로 하나님을 믿어 의로운 일을 板한 자를 위해 그분(하나님)은 
그들의 과오를 거두어 주사 강물이 흐르는 천국으로 그들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여 영생하리니 그것이 위대한 승리라”에서 타가분(잃은 
것과 얻은 것)으I 어휘가 계시되어 있어「타가분」이라 불리우게 된 것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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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4 장 

^비로우시고 자세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하늘과 대지에 있는 것이 하 
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나니 왕국와 
찬미는 그분의 것이로다 실로 그 
분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심이라 

2. 너희를 창조하신 분도 그분이 
시거늘 그러나 너희중의 무리는 
불신자요 다른 무리는 믿는 자들 
이라 실로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 
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3. 그분께서 하늘과 대지를 진리 
로 창조하시고 너희의 형상을 만 
드사1>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 
으셨으니 최후의 목적지는 그분이 
시라 

4. 그분은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며 또한 너희가 숨 
기는 것과 드러내는 모든 것도 아 
시나니 하나님은 심중에 있는 모 
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1> 

5. 이전에 믿음을 불신했던 자들 
이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사악 
함을 맛보고 고통스러운 응벌이 
그들에게 있었던 그들의 이야기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 했느뇨u 

6. 그것은 분명한 예증으로 선지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인 

Q느홧여一多 t 必U-公 

炎 i炯氣雜난다以必次겪 
①요4接고炎明상 

쌌多펴次次흙■려 1(5反 
©各세요 

^ 색;(■逆必從 

해3도;沒I고公그、分◎⑪대 

3- 1) 제11장 64절，제7장 11절 참조 

4- 1) 심중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심으로 보상과 응벌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뜻(타프씨르 
알바흐르 알무히뜨 277/8) 

5- 1) 메카 불신자들에게 경고하는 절로써 아드나 사무드 백성이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들 
이 멸망했듯 너희도 그렇게 되리라는 경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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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1>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뇨 라 
고 그들은 말하면서 불신하고 외 
면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풍성 
함과 영광으로 충만하시니라 

I 

7. 믿음을 부정한 자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나 일러가로되 그렇 

i 지 아니하며 주님에 의하여 부활 
-3 되어 너희가 행한 모든것에 관해 
육 질문을 받게 되니라 그렇게 함이 

i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라 

8.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분의 선 
지자와 하나님이 계시한 빛을 믿 
으라 하나님은 너회가 행하는 모 
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9. 군집하는 어느 날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집합시키는 그날 
은 너회 가운데 잃은 자와 얻은 
자가 있게 되는 날로2> 하나님을 
믿어 의로움을 행한 자를 위해 그 
분은 그들의 과오를 거두어 주사 
강물이 흐르는 천국으로 그들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여 영생케 
하니 그것이 승리라 

10. 그러나 믿음을 불신하고 하 
나님의 예중들을 거역한 자들은 
불지옥의 거주자가 되어 그곳에서 
영주하리니 사악한 운명이라 

11. 하나님의 허락없이 어떤 재 
앙도 있을 수 없나니1> 하나님은 

©起우 

功必沙炎巧淑&※5“ 

a，화다^松多선 
©冬상必 

心;‘。느⑬; 冬스뇨효내5 
’ 必와여다 

純誠命최 li劉 S 必必i然5 
以 <於起 必健段液다나策 
© 煙幽 교典炎紙兵知 

절衣此때다T좌1휀强起f/藏抄:5 

©爲대技 

최必찾少오^^회^占다^ 

6-1) 제14장 9-11 절 참조 

9-1) 이날은 군집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왔던 인간에서부터 마지막에 온 인간까지 모두를 
집합시키는 날이라 이브누 까씨르는 말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8권 op. cit, 
p. 效). 

2) 믿음을 불신한 자들에게는 손실과 파멸이, 현세에 몰두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충실했던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나타나는 날을 야우무 타가분이라 하고 있다. 

11-1) 자신에게 또는 재산과 가족에게 일어나는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의하여 일어 
나는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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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을 믿는자의 마음을 인도하실 
것이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심으로 충만하시니라 

12.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선지자께 순종하라 너희가 외면한 
다 하여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분 
명한 메세지를 전하는 것 뿐이라1> 

13.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나니 
믿는 신도들이여 그분께만 의탁해 
야 하니라1> 

14. 믿는 사람들이여 너희 아내 
와 자손 중에도 너희 적이 있거늘1> 
그들도 조심하라 그러나 너희가 
사랑을 베풀어 용서하고 관용을 
베푼다면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15. 너희 재산과 너희 자손은 하 
나의 시험이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가장 위대한 보상이라 

16.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여 하 
나님을 두려워하고1> 귀를 기울이 
며 순종하고 자선을 베풀라 그것 
이 너희 스스로를 위한 복이 되며 
스스로의 탐욕에서 벗어나는 자만 
이 번성함을 누리니라 

©述※故W?雄必 

妙好여與!與0와해;N;此 
©상，抄 

® 폐췌鄭於胸■ 

;粉；炎鄕炎 life 쳇取나겠燃 
찌^^^>ᄄ 

©起g公ii 

및?‘物 f成;後!此刻여 均 

與切^이^技;公法此쑈 Mi炎 
나확 생6石1文고SS》 

© 요J사iUl 고 째쇼 

12- 1) 제5장 95절 참조 

13- 1) 선지자 무함마드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그분에게만 보호를 구하되 백성들에게 그 
렇게 전하고 가르치라는 뜻으로 싸위는 풀이하고 있다(하쉬야 알싸위 알라 알잘랄라인 
212/4). 

14-1) 일부 메카 주민들은 이슬람에 귀의하여 이주(헤즈라)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아내와 자손들 
이 이주하여 가는 것을 말리자 얼마동안 이주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후 이들이 이 
주하여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이르러 종교를 이해하고 이주(해즈라)를 말렸던 아내와 자손 
들을 나무랬다. 이로 인하여 이 절이 계시된 것으로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 
리 알사부니，제18권 op. cit, p.63). 

16-1) “너희에게 어떤 것이 명령되면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행하고 금기한 
것을 피하라”(부카리와 무슬림이 전함)고 하디쓰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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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좋 
은 것으로 자선을1ᅭ 베푼다면 그분 
은 그것을 너희에게 두배로 하여 
주시며 너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나니 실로 하나님은 은혜로 보 
답하시며2ᅭ 자비로운 분이시라 

18. 숨겨진 것과 드러나 있는 모 
든 것을 아시는 권능과 지혜로 충 
만한 분이시라 

썻」接;少대改雜技I!쇼多솨 

©및起¥接心애收 

17-1) 까르드 : 빌려 준 것，차관 등 여러가지 언어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나 본절의 까르드는 
하나님께 바치는 자선과 사랑을 의미한 것으로 본다(제2장 245절 참조). 

2) 제14장 5절, 제35장 30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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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장 딸라고 

메디나에서 계시된 伯절로 이슬람법의 일면인 부부관계, 이혼법， 

이혼한 후 기다려야 할 법정기간과 보상，주거문제，유아를 기르는데 
대한 보상문제 등의 규범을 다루고 있다. 

본 장은 이혼의 규범, 합법적 이혼과 비합법적 이혼, 이혼할 때 가 
장 좋은 방법，부부생활을 계속할 경우의 규범, 이혼시기 등의 규범에 
대한 계시를 시작으로, 그러나 이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이며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이혼을 하여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경우에만 이혼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혼한 후 기 

다려야 할 법정기간，그의 규범 그리고 임신하기 전의 법정기간과 임 
신한 여성의 법정기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후，하나님 영역의 범주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영역을 넘어선 지나간 세대들이 멸망했던 것을 교훈으로 경 

고하면서 본 장을 끝내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본 장에서 여러 차례 이혼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 
이혼(딸라끄)이란 말이 언급되고 있어「딸라끄j 장이라 불리우게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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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5 장 

^비로우시고 자에^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선지자예> 너희가 여성과 이 
혼 하고자 할 경우 정하여진 기간 
을2> 두고 이혼하되 그 정하여진 
기간을3> 헤아릴 것이며 너희 주님 
을 두려워 할 것이라 그녀들을 가 
정으로부터 내보지말며 그녀들 스 
스로 나가서도 아니되나니 이는 
그녀들이 간음하지 않도록 함이라 
이것들이 하나님의 법이거늘 누구 
든 이 법을 벗어난 자는 자기 스스 
로를 욕되게 한 자라 그후 하나님 
깨서 다시 재결합하게4> 하려 하시 
는 지를 너희는 모르기 때문이라5> 

2. 그녀들이 정하여진 기간을 채 
웠을 때 정당히 재결합을 하던지 
아니면 정당히 헤어지되1> 너희 중 
에 건전한2> 두명의 남자 증인을3> 

1- 1)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일반 규범으로 선지자의 위치를 높이 두기 위해 선지자를 불러 
계시하고 있다. 꾸르뚜비는 선지자 무함마드를 불러 촉구하는 모든 어휘는 곧 모든 인류 전 
체를 가르키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8권 op* cit, p.70). 

2) 생리 중에 있지 아니한 깨끗한 기간. “무자히드”는 성생활을 아니한 동안의 깨끗한 기간이라 
고 하디쓰를 인용하여 말하고 있다. “그녀와 접촉하기 전 깨끗한 상태에서 이혼하라. 그것이 
여성과 이혼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한 기간이라”(부카리와 무슬림), 또 다른 해설가들은 생리 
중에는 여성과 이혼하는 것을 금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충격으로 기간(웃다)이 길어져 그 
여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3) 웃다 : 기혼 여성이 이혼하게 될 때 여성의 임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기간(제2장 185절 및 
2我절 참조) 

4》이혼은 후회이며 기다리는 법정기간(재혼하기 전에 기다려야 하는 기간)에 다시 재결합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8권 op* cit, 
P.71). 

5) 본 절이 계시된 동기를 부카리는 하디쓰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압둘라 이 
븐 우마르는 생리중에 있는 그의 아내와 이혼하고서 그 이야기를 선지자께 하였더니 선지자 
께서 화를 내시며 말씀하길，“부인에게로 돌아가 생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요. 또 생리 
를 하면 기다리시요. 그리고 이혼하고자 한다면 부인과 접촉하기 전에 이혼하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기간이요”(부카리와 무슬림이 전함) 

2- 1) 그녀와 재결합을 하던지 아니면 정하여진 기간이 만료되어 그녀가 스스로를 관리하도록 두 
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8권 op. cit, p.71). 

2) 건전하다는 뜻은 큰 죄악이나 조그마한 죄악에 빠지지 아니한 자로 간통 및 간음, 술 및 이자 
놀이 둥으로 방탕한 자는 결혼의 증인으로 수락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强■强^圖雜四圖!^뺀빼接^빼 

O▲玄多 I {^31고 U-公 

!，端細:식조授쑈效，방뺐殘 
⑷첬—&多接功逐▲檢피I 

:다4初幻公했松與送如次上 
o^> 

公多典切次多文典系均多獨 

쑈『雄典6始必교以技次 



제幻장 딸라끄 : 3-6 1100 

불러4》하나님을 위해 증언하라 그 
러함이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 자 
에게 주어진 교훈이라 하나님을 
두려워 한 자를 위해 하나님은 항 
상 하나의 길을 준비하시니라 

cgG넷々 W육 i호도成육段| 

©與約?與 

3. 그분은 생각지 아니했던 일용 
할 양식을 주시니라 하나님께 의 
탁하는 자 누구든 하나님으로써 
충분하니라 실로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시나니 하나 
님은 모든 것에 일정한 한계를 두 
셨노라 

® 技찾와1>1;藏納犯他 

4. 생리 기간이 끝나버린 여성이 
라도1》너희가 의심할 경우는 그녀 
들을 위해 정해진 기간은 석달이 
며 생리에 이르지 아니한2> 여성도 
마찬가지라3> 또한 임신한 여성의 

i 기간은 출산할 때까지로 하나님을 
두려워 한자 하나님은 그의 일을 
편하게 하여 주시니라 

써#⑮ 회。(노。以낙七장; 

5.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계시한 명령이라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자 하나님은 그의 잘못을 거 
두어 주시고 그에게 큰 보상을 주 

i： 시니라 

선‘公③쇼1•시•나!다와» S 
ᄉ : 

6. 너희 생활 수단에 따라 너희 
i 가 乂ᅡ는 것처럼 이혼될 여성도 살 

3) 왈리(Waliyy)-결혼할 여성의 보호자-와 2명의 정직한 중인이 없이는 결혼이 성 립되지 않는 
3 다(Baybaqi and Daraqatni) 유 
1 4) 이혼시 또는 정하여진 기간에 다시 재결합을 하거나 이혼한 여성이 재혼할 경우 종교가 같으 

며 신임을 받은 두명의 중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증인제도에 관하여 아부 
하나피는 만둡(그립게 행하면 더 좋은것)이라 하였고 재결합시의 중인제도는 와집(의무》이 | 
며 이혼시에는 만둡이라고 샤피는 말하고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282/8). 

4-1) 나이가 많이 들어 생리의 기간이 끝나버린 여성 
2) 나이가 어려 아직 생리를 하기 전의 여성 § 
3) 제2장 2淡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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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라1> 그리고 그녀들을 해치지 
말라 너희가 그녀들을 곤경에2》빠 
뜨리게 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라 
그녀들이 임신중이라면 출산을 할 
때까지 비용을 지불할 것이며 그 
녀들이 젖을 먹인다면 그녀들에게 
보상을 지불하고3》서로가 의무를 
다하도록 할 것이며4ᅩ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 유모로 하여금 젖을 
먹이도록 하라 

7. 능력에 따라 지불하되1ᅭ 그의 
능력이 한정된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푼 것 중에서 지불하도 
록 하라 하나님은 그분께서 베푸 
신 것 이상의 무거운 짐을 어느 
누구에게도 부과하지 아니 하시니 
하나님은 고난을 쉬움으로 거두어 
주시니라 18.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주님의 

! 명령과 선지자에게 거역하였더뇨 
: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엄격한 계 
산으로 가혹한 응벌을 내리시니라 

9.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 행위의 
사악한 결과를 맛보았으며 그들 
행위의 결과는 멸망이었노라 

I 

10.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가 
^ 혹한 응벌을 준비하셨나니 하나님 
1 

축과빼단앴최起於 
拔낳;义⑶想겠홧炎效^隨 

® 나J떼；i된文冬多고호 

새聲(⑶나女넓⑭ i육3々다와피在 <54 
。忠#‘여微松物占裝胞 

6 賊우 

유匕敗단#符 ♦接濟도我s 
0 必的드從起 g 

©與W低%탄明滿쇼此 

句鄕必御，與在떠; 序技I約 

6- 1) 정하여진 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여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의무로 남성이 
생활하는 집으로부터 내보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남성이 생활하는 것처럼 그 여성이 생 
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뜻 

2) 학대하고 박대하여 그 여성이 집을 나가도록 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3) 젖을 먹이는데 대한 보상은 물론 그로 인한 다른 생활비까지도 지불해야 한다고 풀이되고 있 
다(알타쓰힐 129/4). 

4) 어머니는 젖을 먹일 의무가 있으며 또한 남편은 젖을 먹이는데 대한 보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꾸르뚜비는 보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169/18). 

7- 1) 아내와 자식에 대한 남편의 의무규정으로써 남편의 능력과 재력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는 규 
정. 사람의 환경과 조건이 다름으로써 지불규정도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알타쓰힐 리울룸 알 
탄질 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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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려워 하라 믿음으로 이해하 
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너희에 
게 교훈을1> 계시하였노라 

11. 그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을 낭송할 한 선지자로1>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를 암흑에서 광명 
으로 인도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은 그로 하 
여 강물이 흐르는 천국으로 들게 
하여 그곳에서 영생케 하리라 하 
나님은 그를 위해 가장 훌륭한 보 
상을 베푸시노라2> 

12. 하나님께서 철천을1> 창조하 
사■ 대지도 그와 같이 창조하신 분 
이시라 그 사이를 통하여 그분의 
계시가 계속되었나니 하나님은 모 
든 일에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 
이 그분의 지혜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도록 함이라 

©少#犯 a화 法싶九^ 

聲、쇼■，석 必님^^ 

1紙찮 參%效接‘於起起^ 
必 私分폐#松 

與j淑 6細於 구與雄있 

©收t系화지 

10- 1) 일부 해설가들은 “낭송할 한 선지자”라는 절을 인용하여 본문의 교훈을 선지자 무함마드로 
보는 견해와 꾸란으로 해석하는 학자가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8권 op. cit, 
P74-75). 

11- 1) 이 절로 보아 10절의 견해 즉 교훈은 꾸란을，선지자는 무함마드라는 것이 분명하다(알바흐 
르 알무히뜨 286^8). 

2) 천국에 있는 그들을 위해 일용할 모든 양식과 그들이 필요로 한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풍 
성하게 하여 준다는 뜻으로 따브리는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따브리 9分28). 

12- 1) 충을 두어 일곱개의 하늘이 창조되었으나 대지도 일곱 단계의 층으로 창조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학자들 간의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본절의 꾸란과 하디쓰를 근거로 칠층의 하 
늘과 일곱 단계의 충으로 대지가 창조되었다는 견해가 다수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 
18권 op. cit,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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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장 타호림 

메디나에서 계시된 12절로 이슬람법의 일면，선지자 가정에 관계되 
는 규범，믿는 사람들의 어머니들로써의 선지자의 아내들, 무슬림 가 
정에서의 인사예법，행복한 가정을 위한 완전한 모범 등을제시하고 
있 다. 

본 장은 선지자와 그분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선지자 
의 :가문에 누를 끼쳤던 부인「하프사』와「아이샤』，특히 선지자 무함 
마드의 가장 가까운 동료이며 추종자인 제1대 칼리프「아부 바크르」 

와 부인들의 실수가 선지자 무함마드를 크게 실망케 했던 이야기，그 
러나 믿는 사람들이 실수와 과오를 발견했을 때 즉시 참회하고 선행 
으로 속죄할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위해 천국을 마련하여 두셨다 
는 이야기, 불신자들에 대한 교훈으로써 노아와 롯의 아내에 대한 이 
야기, 파라오 아내의 이야기와 순결을 지키고 믿음에 충실했던 예수 
를 낳은 마리아의 애기를 마지막으로 본 절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이「타흐림」이라 불리워지게 된 동기와 배경은 믿는 
신도들의 어머니이라 불리우는 선지자 부인들의 실수가 선지자를 크 
게 실망케하고 곤경에 빠뜨리자 아내와 잠시 단절(타흐림)을 하려 했 
던 것이 그 이유라고 풀이 할 수 있겠다. 

致^■형월^^^로획^深혜 雜餘M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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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 
제 66 장 

자비로우시고 자에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예언자여 하나님께서 그대에 
게 허용한 것을1》스스로 금기하느 
뇨 그대는 그대 아내들의 기쁨을 
구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2.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의 속죄를n 명령하셨나니 하나님 
이 너희의 보호자이시라 실로 그 
분은 아심과 지혜로 충만하시니라 

3. 선지자께서 그분의 한 아내에 
게 한가지 기밀을 이야기 했을 때1> 
그녀는 그것을 타인에게 알렸으매2》 
하나님께서 그로3》하여금 그것을 
알도록 하자 그가4》일부를 확인하 
고 일부는 거절하고서 그것에 대 
해 아내에게 말했을 때 아내는 누 
가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까5> 라 
고 물으매 아시며 지켜보시는 하 
나님이 내게 알려 주었도다 라고 
대답하였더라 

1- D 하나님께서 허락한 여성(부인》들로 선지자의 가문은 일반 사람들의 가정과는 다르다. 선지자 
의 아내들은 품행과 덕성이 다른 일반 여성들보다 더욱 뛰어날 것이라는 기대였다. 물론 부 
인들은 보다 훌륭한 일들을 수행하였다(제33장 28절). 그러나 선지자의 부인들도 결국은 인 
간이었기 때문에 성(性》에 허약함은 어쩔 수가 없어 무엇인가가 실수한 것이 있었다. 
부인 아이샤의 무례함(제24장 11절 참조)이 한때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시켜 이것으로 
선지자 무함마드는 대단한 비탄에 빠져 얼마 동안 부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였다. 그것은 더 
욱 가장 신뢰하는 동료 제1대 칼리프 아부 바크르 시디끼의 딸 아이샤와 제2대 칼리프 우마 
르의 따라 하프싸가 실수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지자께서 부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려 하자 본 절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 
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8권 op. cit, p.78-79 및 Adullah Y. Ali, op. cit, p.1569 
Note No,技29 참조). 

2- 1) 선행으로써의 속죄(카파라》(제2장 224절 참조》 

3- 1)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하프사 부인에게 어떤 기밀을 이야기 하고서 그 기밀을 다른 사람들에 
게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였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8권 op. cit, p.30). 

2) 무함마드가 아내인 아이샤에게 그 기밀을 이야기 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3) 선지자 무함마드 
4) 선지자 무함마드 
5) 하프사는 아이샤가 그것올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알릴 것으로 생각하고 이 질문을 하였다• 

Q在分多I (。今-公 

6匕多 ※쎈物必뱐々d，凝 

。必;:技缺與 從多此必쇼 
©;앴쌌셔 

^ v회松?聲;탁⑶⑷此6환、대i; 

冗，사고직65 必物技此 

，眞 i■‘때 •味 

網M8雜湯^■雜■理^，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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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일 너회 둘이 하나님께 회 
개하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라 
또한 너희 마음도 이미 그렇게 기 
울었노라 너희 서로가 그분께 거 
역한다 하여도 하나님과 가브리엘 
천사와 믿음으로 의로운 자들이 
그분을 도울 것이며 천사들도 더 
욱 그러하리라1》 

5. 그가1> 너회와 이혼한다 하여 
도 주님께서는 너희보다 더 나은 
부인들로 너희 자리를 대체하여 
주시니 그녀들은 보다 순종하고 
믿음에 충실하며 헌신하고 회개하 
며 겸손하고 믿음을 위해 이주하 
며 단식하는 기혼의 여성이거나 
미혼 여성들이라2> 

6. 믿는 사람들이여 인간과 돌들 
이1> 연료가 되어 타고 있는 불로 
부터 너희 자신과 너희 가족을 구 
하라 그 위에 천사가2> 있어 하나 
님께서 명령한 대로 거역하지 아 
니하고 명령받은 대로 엄하게 행 
할 뿐이라 

7. 불신자들이여 이날에 변명치 
말라 너희는 너희가 행한 것에 따 
라 벌을 받을 뿐이라 

c士및다匕;炎多 삯>1 
©떠^與; 

휴路幻 S蟲 沒; 一 
今우규우#々，나닉씨 

®\M^4 

\i後映遠與必히혓料표#현 
호此銳향消a:想; 

0 쇼;호說_a안 

以四성此、향背段神델 
©냈칙地; 

4- 1)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을 때 우마르가 선지자에게로 와 “하나님의 선지자여，여성의 
문제가 당신올 괴롭히나니 당신께서 그 부인들과 이혼한다 해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 
고 가브리엘 천사와 아부 바크르아 우마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라 말한 것에 관하여， 
“천사들도 더욱 그분을 도우리라”라고 계시된 것으로 하디쓰에 의하여 전해지고 있다(알 타 
쓰힐 리울룸 알탄질 131/4). 

5- 1) 선지자 무함마드 
2) 믿음에 충실하지 못하고 게을리하여 선지자의 가문에 오점을 남기는 부인들에게 경고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녀들과 이혼하게 되면 믿음과 품행 모든 것이 더 나은 부인들로 결혼케 하여 
주겠다는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본다고 꾸르뚜비는 해설하고 있다(타프씨르 알 
꾸르뚜비 193/18). 

6- 1) 제2장 24절 
2) 지옥을 다투는 천사 “주바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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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믿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 진 
실되게 회개하라1> 주님께서 너희 
의 과오를 거두어 주사 너희로 하 
여금 강물이 흐르는 천국으로 들 
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그와 더불어 믿는 자들을 부끄럽 
지 않게 하실 그날 그들의 광명이 
그들의 앞과 오른쪽에서 빛날 것 
이라 그들은 주여 광명으로 완전 
케 하여 주시고 저희를 보호하여 
주소서 당신은 모든 일에 전지전 
능 하시읍니다 라고 그들이 말하 
리라 

接入^ 必;앙方少必#^ 

I系々 ᄊ쑈炎《炎與。 

;公보匕되 (교고i생 I 技사※®향삿 
따선移쑈吹爲於淑포必 

©포分成고찌强 

9. 선지자여 불신자들과 위선자 
들에 대항하여 성전하되 그들에 
대하여 엄격하라1> 그들의 거주지 
는 지옥의 사악한 말로이니라 

※座나 起與必孤 싸^難 

©以必과«從 

10.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비유 
하>나 노아의 아내와 롯의 아내를 
비유하셨나니1> 그들 둘은 하나님 
의 의로운 종들 밑에 있었으나 그 
둘은 그들의 남편들을 배반하였으 
매 그들의 행위로2》말미암아 하나 
님으로부터 o!•무 것도 얻지 못한 

채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는 지옥으로 함께 들어가라는 말 
밖엔 얻은 것이 없었노라 

11.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7Sy> 么교!느•뇨I—I올 

4句匕ᄐ)3一心아》4느以민浴*0 

接聲少一從，紙版 

©(■片■았 

고및必其의。於쇼빠상必 

8- 1) 우마르에게 진실한 회개에 대하여 질문했을 때，“우유를 마시다가 젖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듯 
회개한 후 다시 죄를 짓지 아니한 것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 지고 있다<타프씨르 알카一진 
12^4). 
한편 학자들은 진실한 회개는 다음 3가지 사항이 결합될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첫째 죄를 
짓지 아니하고，둘째, 있었던 것들에 대하여 후회하며，셋째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결심 
이라고 풀이하면서 거기에 하나를 첨가한다면 친구에게도 그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라고 말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8권 예 cit, p促). 

9- 1) 제9장 73절 참조 

10- 1) 제9장 36-48절，42-46절, 81절, 제7장 期절 참조 
2) 노아와 롯의 아내들의 행위라 함은 종교상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부 해설가들이 말 
하듯 간음의 행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노아와 롯은 선지자였기 대문에 그들 
부인들이 성적 간음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지 않고있다<Ibid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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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파라오의 아내를1> 비유하셨 
나니 보라 그녀가 말하였노라 주 
여 저를 위하여 당신 가까이 천국 
안에 궁궐을 지어 주소서 그리고 
파라오와 그의 행위로부터 저를 
구하여 주시고 사악한 자들로부터 
저를 구하여 주소서 

12. 순결을 지킨1> 이므란의 딸 
마리아가 있었노라 그래서 하나님 
은 그녀의 몸에 그분의 영혼을 불 
어 넣었더니2ᅩ 그녀는 주님의 말씀 
과 계시의 진리를 증언하고 순종 
하는 자 중에 있었노라3> 

뺐스職‘明起 

心pi切以匕그편 
公허※取以故이내士 

©(2^1(^ 

11- i) 하나님의 적 파라오에게 대항했던 한 여성이 있었으니 그녀는 천국 높은 곳에 있을 것이며 
그녀의 이름은 ᅲ아씨야 빈트 무자힘」로써 모세를 믿었다고 풀이되고 있다(타프씨르 아비 
알싸우드 17分5). 

12- 1) 유대인들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를 간음한 여성이라 비난하였으나 간음하지 아니하고 하 
나님의 뜻에 따라 동정녀의 몸에서 선지자 예수를 낳았다(제22장 27-我절 참조). 

2)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인간의 형상으로 하여 보낸 후 가브리엘 천사로 하여금 혼을 
불어 넣으라 명령하니 그 혼이 마리아의 자궁으로 들어가 예수를 잉태하게 되었다고 이브 
누 까씨르는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씨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班5셔). 

3) 제21장 91절, 제19장 16-29절，제32장 9절，제15장 29절 참조 

因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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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케에서 계시된 제30절로 다른 메카 계시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슬 

람의 기본 원리를 다루고 있다. 본 장의 주요 목적은 크게 3가지로， 

첫째 생명을 주시고 앗아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능력, 둘째 하나 

님은 만유의 주님으로서 훌로 존재하심을 여러가지 예증으로 증명하 

고 있으며，셋째 불신자들에 대한 응벌을 다루고 있다. 

본 장은 만유의 주님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생명을 주사 앗아가시는 하나님，하늘을 창조하사 별들의 

등불로써 장식하여 믿는 사람들의 교훈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벌로써 하나님이 크게 노하실 것이며 그들 

의 거주지는 지옥일 뿐이라는 것，그리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한 불 

신자들을 비교하면서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로서 나(무함마드)와 그리 

고 나와 함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던 또는 은혜를 베 

풀던간에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벌은 누가 구제할 것인가를 경 

고함으로써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1절에서 만유의 주님이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소유 

한다는「물크」란 어희로부터「물크」장이라 불리워진 동기 및 배경으 

로 본다. 티르미지는 본 장의 명칭을「와끼야」그리고「무나지야] 라고 

도 부트고 있대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9권 op. dt,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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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 장 

자비^우시고 자에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왕국을 소유하고1> 계시는 하 
나님께 축복이 있으소서 실로 그 
분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심이라 

2. 죽음과 생명을 제정하시어 그 
것으로 너희가 선을 행하는지 시 
험하고자 하시니 그분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3. 그분은 칠천을 층으로 하여 
차례로 창조하셨노라 너희는 그것 
이 완전무결하여 무엇하나 결함이 
없음을 볼 것이니 다시 한번 눈을 
돌려보라 결함을 볼 수 있겠느뇨 

4. 그런 후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보라 피곤하여 있던 눈이 겸손하 
고 순종한 시력으로 돌아오리라1> 

5. 실로 하나님은 가장 낮은 하 
늘을1> 등불로서2〉장식하였고 그 
것으로 사탄을 물리침에 유용하게 
하였으며 그들을 위해 타오르는 
불지옥의 응벌을 준비하셨도다 

!■■■，티 - 
::.속Ml# 

q느홧 세나 U---다 

©소戶 

©名刻接Ji;效么 

取^상과起。此B 殘述 

1-D 비야디히 알물크: 그분의 뜻에 따라 강하게 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허약하게 하시며，생명 
올 주사 앗아 가시며 풍성케 하사 가난케 하며，베풀어 주시고 금기하는 뜻이라고 이브누 압 
바쓰는 풀이하고 있다(알꾸르뚜비 206/8乂 

4- 1) 완전하게 창조된 하늘과 우주를 눈으로 보고 또 보라. 너희는 피곤하여 너희가 원했던 것을 
보지 못하고 겸손하고 순종한 시력으로 돌아올 것이라(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9권 예. 
dt, p.7). 
이맘 파크리는 여러 차례 보더라도 너희가 원하는 오점이나 결함이 발견되지 않아 겸손하고 
순종한 시력으로 돌아은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알타프씨르 알카비르 리타-지 5以30). 

5- 1) 하늘을 맞대고 있는 제일천 
2) 하늘의 별들. 하나님은 별들을 3가지 뜻을 두고 창조하셨나니 그 첫째가 하늘올 장식하는 것 
이요. 둘째는 사탄올 물리침에 유용하며，셋째는 바다와 육지에 그것으로 길을 알도록 함에 
있었다고 “까따다”는 이야기 하고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299/8). 

薄^^^^^■떻■■類致빼抵^猛系織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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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너희가 숨기어 말하는 것과0 

! 드러내어 말하는 것도 하나님은 
마음속의 모든 것을 아심으로 충 

! 만하시니라 

님。% 놘效화요S 
® 계 :: 

| 14. 그분이 창조한 것을 그분이 
모를리 있느뇨 실로 그분은 신비 
한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아시는 

； 분이시라 

15.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대지 
f 를 유연하게 하셨나니 곳곳을 다 

녀 보라 그리고 그분이 베푼 양식 
S 을 섭취하라 죽은 후에는 그분께 
로 귀의하노라 

⑯ a，如여1쳐되해多 j 
架玄在|接 j 

16.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대지 
유 를 흔들어 그것이 너희를 삼켜 버 
i 리지는 못하게 할 것이라 안심하 
1 느뇨 

®jp^\n 1 
17. 아니면 하늘에 계신 그분께 

^ 서 너회 위에 응벌을 내리지 아니 
할 것이라 안심하느뇨 그때 너희 
는 나의 응벌이 어떠한 것인가를 

| 알게 되리라1》 

t奴取^히사，接取射 j 
疏캇述 

18. 실로 그들 이전 백성들이 나 
의 경고를 거역했을 때 그들 위에 

1 내려잔 나의 벌이 얼마나 무서웠 
j 더뇨u 

必廣後^必산 c浴⑶ | 

19. 머리 위에서 새들이 날개를 
폈다가 접었다 하면서 먹이를 채 
려고 덮치는 새들을 보지 못했더 

私^※災i 1 

® 께技端강■成篇 i 

13-1) 불신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무함마드의 신이 듣자 않도록 숨어 말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것도 숨겨질 수 없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이 
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알카-진 126/4). 

t 17-1) 강한 강풍을 보내어 롯의 백성을 멸망케 하고 또 코끼리의 군대를 멸망케 한 것처럼 돌폭풍 
올 보내어 멸망케 하였다고 교훈으로서 경고하고 있다<제17장 期절，제29장 40절 참조》. 

| 18-1) 제22장 42-44절 참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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뇨 자비로우신 하나님 외에는 어 
느 누구도 그렇게 유지할 수 없나 
니 실로 그분은 모든 것을 지켜보 
고 계심이라 

20. 자비로우신 하나님 외에 너 
회를 도울 주인은 누구이뇨1> 실로 
불신자들은 환상에 빠져 있더라 

21. 하나님이 양식을 거두신다면 
너희에게 누가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겠느뇨 그런데도 그들은 
진리에서 벗어나 오만하도다 

22. 고개 숙여 걷는 자가1> 낫겠 
느뇨 아니면 바른 길을 걷는자의2〉 
인도됨이 낫겠느뇨 

23. 일러가로되 너희를 창조하사 
성장케 하고 듣는 능력과 보는 능 
력과 감각의 능력과 이해의 능력 
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너희는 감사하지 않더라 

24. 일러가로되 대지 위에 너희 
를 번성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 
거늘 너회 모두가 그분께로 집합 
되노라 

25. 그러나 그들은1〉그대가 진실 
을 말하고 있을 때 이 약속이 언 
제 실행되느뇨 라고 물으매 

상; 文巧 처J 고“々V多" J세회 
©고被《必M는와 

位|5 하‘느‘致그 J도(노iSil 조i 은거 
녜多公 

心比，빠대 (終^ 

® 냉놋느쓰뇬 O (!나변4수 (s多호 

차넷;pi紙W닛疏⑯必^ 

@ 6#신나旧난少:r닌상必쑈 

@ ^必;와쇗따I此衣^보’; 

20-1) “내(하나님)가 너희에게 벌을 주려 할 때 나(하나님》외에 누가 너희를 도울 수 있겠느뇨”라 
는 뜻으로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카-진 126Z4X 

22-1) 불신자들(제27장 90절 참조) 

2) 믿는 신도들 

幻-1) 불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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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러가로되 그것은1》하나님 
만이 아시는 것으로 실로 나는 분 
명한 경고자에 불과하니라 

27.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가까 
이서 목격할 때면 불신자들의 얼 
굴은 슬픔으로 가득찰 것이며 그 
것이 너희가 구하던 이행될 약속 
이요 라는 말씀이1》들려올 것이라 

28. 일러가로되 나와 그리고 나 
와 함께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 
망케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더라도 고통스러 
운 응벌로부터 불신자들을 누가 
구제할 수 있올런지 너희가 생각 
해 보았느뇨 

29. 일러가로되 그분은 자비로우 
신 분으로 우리는 그분만을 믿으 
며 그분에게만 의탁하나니 너희는 
분명히 방황했던 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리라 

30. 일러가로되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물을 잃게 되었을 때 누 
가 너희에게 흐르는 물을 공급하 
여 주겠느뇨 

® 않빼始.，예 Q 必 

0义드淨 G ᅫ接;‘햇就四s 
紀^^此 

고 찌〔최必私:松 

〜故I 키;^ 쑈 
©‘사‘於私々 

고나심! (1수 라玄0^ 

26- 1) 심판과 부활의 시각 그리고 하나님의 옹벌과 심판은 필연적으로 도래한다. 그것은 바로 인 
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 올 것인가는 그것을 계획하고 약속 
하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으로 선지자의 의무는 단지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임 
무밖엔 없다(제22장 47-49절 참조). 

27- 1) 천사들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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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에서 계시된 제述절로 다른 메카 계시들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의 기본 원리와 믿음의 기본 원리를 다투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을 
크게 구분한다면，첫째 메세지와 메카 불신자들이 무함마드의 선교에 
대한 비유가 그것이고，둘째는 과수원의 주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 
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불신자들에 비유한 이야기, 셋째는 내세에 대 
한 이야기로 하나는 믿음에 충실한 무슬림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과 죄인들을 위해 준비한 것에 관한 이야기이다. 

본 장은 선지자의 능력과 품성에 관한 묘사를 시작으로 죄인들의 
선지자 선교에 대한 자세，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준비한 벌이 무 

엇인가를 이야기 하고, 메카 불신자들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오만과 
거역，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최후의 선지자를 보냈으나 이를 거역한 
자들을 풍성한 과일을 수확한 과수원 주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비유하 
고, 믿는 사람들과 죄인들은 절대 같을 수 없으며 내세에 있어 죄인들 
에게 있을 응벌을 이야기 한 후 불신자들의 어떠한 조롱과 비웃음 그 
리고 박해에도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면서 잠시 인내하지 못했 

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애기를 마지막으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 크게 다른 것 중의 하나가 연 
필로 글을 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본장 제1절의 깔람(연필，펜，붓…)이란 어휘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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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우시고 자에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눈1> 연필과 그들의 기록에 걸 
어2ᅩ 맹세하사 

2. 그대가 미친자가 아닌 것은 
주님의 은혜로서 

3. 진실로 그대에게는 한없는 보 
상이 주어지리라 

4. 실로 그대는 고상한 성품의1> 

소유자로 

5. 머지 않아 그대도 알게 될 것 
이며 저들도1> 알게 되리라 

6- 너희 중에 누가 미친 자이뇨1> 

7. 실로 그대 주님은 하나님의 
길에서 방황하는 자와 복음을 받 
아들이는 자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라 

8. 그러므로 진리를 거역하는 자 
들에게 기울이지 말라 

©U회다 i교;。 

® i삶iC아 

©步成)3과 

©、2s숀과 多;1;요:; 

© 또與V4炎 

1-1) 제2장 1절 참조 
2) 선지자 무함마드의 진리성에 대하여 기록자들이 기록한 것과 그 기록한 연필의 이름으로 계 
시를 내림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동물과 다르게 하였다. 

4- 1) 지혜롭고 온화하며 수줍어 하심이 크고 신앙생활에 충실하여 관대하시고 인내심이 강하시며 
감사함에 인색치 아니하시며 항상 중용을 지키시고 세속에 무관심하시며 자비로우시고 훌륭 
한 거래와 예의가 바르신 분이라고 무슬림이 전하고 있다. 

5- 1) 메카 불신자들 

6-1) 무함마드가 정신이상자이며 미친자라고 말했던「왈리드 이븐 무기라ᅥ 와「아부자홀」에 관하 
여 계시된 절이다(타프씨르 알꾸르뜨비 2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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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들이 순응하는 척 하며 그 
대가 순응하기를 그들은 원하고 

』 있노^1> 

©☆起쇼i 公y 成 

10. 비열한 그들의 맹세에 귀를 
; 기울지 말라 

© 넝“우당多; 첫 과낫， 

11. 그들은 중상모략하는 자들로1) 
비방하고 배회하면서 

-： 

12. 모든 선행을 방해하고1> 영역 
{ 을 넘어 죄악에 깊이 빠진 자들로 

位〉;용V과용炎系按: 

13. 난폭하고 잔인하니 모든 것 
이 저주스런 태생이라 

복〔다유 

1 14. 이는 그가 재물과 많은 자손 
들을 가졌기 때문이뇨 

© (조요! 흉往 

15.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계 
시될 때마다 그것은 옛 선조들은 
우화들이라고 말하였더라 

©必邊犯떠3法技…與#박 1 

16. 하나님은 콧등에 낙인을 찍 
； 어 두리라 

1 

17. 아침에 과수원의 과일을 수 
확하려 결심했을 때 과수원 사람 
들을 시험했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P 시험하노라1) 

값 C必花射激接하 
© (교거多父과以 

1 9-1) 메카 불신자들이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그대가 우리의 신들을 숭배한다면 우리도 그대의 신 
을 숭배하리라”고 말하자 본 절이 계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알타쓰힐 리울룸 알탄질 

f 138/4). 

1 11-1)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있나니 남을 중상모략하는 자들이라(무슬림이 전함). 

3 12-1) 스스로 선행을 하기는 커녕 타인0로 하여금 하나님 사업을 위해 재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17-1) 온갖 과일이 열린 과수로 풍성한 과수원 주인들을 시험하였듯이 메카의 백성들올 가뭄과 
기아로서 시험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하였다• 즉 
과수원의 주인들로 하여금 풍성한 온갖 과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가난한 사 
탐에게 베풀라 했듯이 메카 부유한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명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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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그러나 그들은 은혜를 베풀 
지 아니 했으니1》 

| 

©述法생 
:： 

19. 그들이 잠든 사이에 주님으 
로부터 그 정원에 재앙이 있었노 
라1) 

® 6多를;公후!石쇼P재人고쑈 

20. 그리하여 그 정원은 검은 불 
모지가 되어 버렸으니 촌써대 j 

21. 아침이 되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소리 지르더라 

22. 과일을 수확코자 한다면 아 
침 일찍 과수원으로 나가라 하니 ® 士니섰法名; 

23. 그들은 떠나며 낮은 비밀의 
목소리로 속삭이더라 ©※때;！，중 

24. 오늘은 가난뱅이가 당신의 
과수원에 들어 오지 못하도록 하 
라 

©⑷셨심，빼 

25. 그리하여 그들은 그렇게 작 
정하고 아침 일찍1> 피하여2> 떠났 
더라 

- 사나아 도시 근처에 살고 있는 한 무슬림이 있었는데 그는 온갖 과일이 풍성하게 열리는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수확기가 되어 가난한 농부들 및 일군들을 불러 모든 과일을 수 

1 확하게 하고 그들에게 넉넉한 대가를 지불하고 크게 대접을 하여 주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_ 
세상을 떠난 후 자손들이 그 과수원을 재배하면서부터 자기들의 가족들이 많이 있다는 이 
유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것이 없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른 아침에 수확하 

_ 여 버릴 것을 맹세하였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 과수원에 불을 보내어 모든 과수를 태워 멸 
1 망케 하여 버렸으니 그들은 후회하였을 뿐이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9권 0fx cit, I 
1 pl18). 

I 18-1) 그들의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랬듯이 그들도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였다(제秘장 17 
f 절 참조). J 
1 19-1) 잠든 사이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보내 불태워 버렸다고 전해지고 있다. 

i 法-1) 가다와: 아침 일찍 떠났다. 
2) 아라 하르딘 : 가난한 사람들 몰래 

1.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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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그들이 과수원을 보았을 때 
우리가 길을 잃었도다1》라고 그들 
은 말하며 

27. 실로 우리는 크게 빼앗긴 자 
들이요 라고 하더라 

2B. 그들 중에 보다 정직했던 자 
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 했 
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 
했더뇨 라고 하매 

29. 주님께 영광이 있으소서 실 
로 저희가 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노라 

30. 그때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며 

31. 실로 우리가 사악한 자들이 
었으니 비참할 뿐이라고 말하고 

32. 주님께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요 실로 
우리는 그분께 회개하도다 라고 
말하더라 

33. 그러함이 현세의 벌이라 너 
회가 알고 있다면 내세의 응벌은 
더욱 크니라1》 

34.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 하 
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천국이 있 
나니 

必 6炎均。^;與^ 

타與聲 ■敗隊미劉起V도 

도느_( 히^ 

26-1) 과수원이 완전히 멸망되어 황페한 불모지가 된 것을 본 그들은 이 과수원은 자기들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33-1) 바드르 전투에 출전했던 메카 불신자들이 무함마드와 그의 동료들과 믿는 신도들을 살해하 
지 아니하고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술과 춤과 음악으로 그들 우두머리들에게 맹세 
했던 자들이 살해되고 포로가 되어 완전히 패배하여 돌아온 이들을 과수원의 주인들에게 
비유한 것이라고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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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을 
죄인의 백성들처럼 대우하려 하시 
겠느뇨 

36. 도대체 너희가 그런 판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뇨 

37. 너희가 배울 수 있는 한 성 
서가 있었느뇨 

38. 너희가 그 안에서 선택할1> 

무엇이 있었느뇨 

39. 심판의 날까지 너희가 원하 
는 것이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나 
님의 성약이라도 받았느뇨1》 

40. 그대여1> 그들 가운데 누가 
그것을 보장할 것인지 그들에게 
물어보라 

41. 그들에게 신과 대등한 무리 
의 동료가 있다는 거뇨 그들이 진 
실이라면 그들의 무리들을 이르게 
하라 

42. 가혹한 재앙이1> 있을 그날에 
그들은 부복하라 부름을 받으나 
그렇게할 수도 없노라 

43. 그들의 눈들은 아래로 처져 
있고 굴욕이 그들을 애워싸노라 
그들이 건전했을 때 부복하라 부 
름을 받았노라 

金於^^0때 

©在起떼， 

® 冬i(多! 

최於십나別 합합呼與뼛切 

©在스^;想;^ 

대^과^f 

향 iji 於^a〒서逆요 

6多화多당松‘次후:抄i다Ui與 
@6있」必폐고 

38- 1) 너희 불신자가 가진 책에서 너희가 희망하는 것과 요구하는 것을 배우기라도 하였느뇨?(무 
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9권 op. cit, p.20) 

39- 1) 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537/3 참조 

40- 1》한국어 해설에 나오는 **그대”는 선지자 무함마드를 가르키고 있다, 

42-1) 싸끄 : 정강이란 자구적 의미를 갖고 있으나 본 절의 의도는 계앙 또는 부활의 날에 있을 
아주 엄한 응벌을 비유한 것으로 풀이된다(꾸란 어휘 해설 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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液松ga效^抑g!從i松::}여^;探^田;，:^청™^^정8^^^^^^^^^8^^^^ 

^^oa^lke4^pi 154^4資》;衣;SS 44. 그러므로 이 메세지를 거역 
한 자들을 나에게u 맡기라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방향으로부터2> 

점차로 벌을 주리라 

45. 내가 그들을 일시적으로 유 
예하나 실로 나의 계획은 확고하 
니라 

46. 그대가 그들에게 보상을1》요 
구하여 그들이 부채로 짐을 지고 
있느뇨 

47. 보이지 않는 것이1》그들곁에 
있어 그들이 그것을 기록이라도 
할 수 있느뇨 

48. 그러므로 인내하라 그때 주 
님의 명령이 있을 것이니 노하여 
고함을 쳤던 물고기의 무리가1> 되 
지 말라 

49.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베풀 
어지지 아니 했으면 벌거벗은 채 
불모의 땅에 버려져 비난을 받고 
있었으리라 

50. 그러나 주님은 그를 선택하 
사* 의로운 자 중에 있게 하셨노라 

51. 불신자들이 그 교훈을 들을 
때면 그들의 눈으로써 그대를 괴 

44-1) 하나님 
2) 제7장 1我절 참조 

46- 1) 제3장 4절 참조 

47- 1) 제3장 41절 참조 

® 起?■겠 此 

©⑶乂其^效從캤 

⑷令빠炎쨩其起端 

玉3냐多 슝文!々상公쑈 ^5떻 
’ 戶 @쌨必; 

©빠，占父^此淡 

j하^按았성i최^與^괴행 

48-1) 요나는 사악한 도시 니네베(Nineveh) 백성들을 인도하는 임무를 받았다. 그러나 그 도시의 
사악한 백성들의 지역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그들의 박해를 피하여 배를 타고 피하였다. 그 
런데 폭풍우가 일어나 배는 바다에 침몰이 되었고 바닷고기가 요나를 삼켜 버렸다. 그러나 
요나는 회개하였으므로 그 고기 뱃속에서 살아 있었고 용서를 받았으며 또한 그 도시의 백 
성들도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 제21장 87-我절, 제37장 139-148절 참조 

鑛^_期_@酸强每**^■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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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장 하 까 

메케에서 계시된 理절로 다른 메카 계시들과 마찬가지로 이슬람의 
기본원리 및 믿음의 기본 원리를 다루고 있다. 부활과 심판의 날이 언 
제 올 것인가는 하나님 만이 아시는 영역이며，아드, 사무드，롯，파라 
오와 노아 시대에 살았던 오만 불손했던 이야기, 꾸란의 진실과 선지 
자 무함마드의 사실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본 장은 실제의 날，즉 심판을 위한 부활의 그날이 무엇인가를 질문 
의 형태로써 강조하고 불신자들에게 경고하면서 오만하고 불손했던 
사무드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이 

실제의 날에는 온 세계가 파괴되고 산들이 진동하며 하늘이 쪼개어 
진다는 이야기，이 실제의 날부터 행복하게 될 사람과 불행하게 살 사 
람들을 비유하였으니 우편에 기록을 :가진 자는 천국의 사람둘이요 좌 

편에 기록을 가진 자는 지옥의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꾸란의 진실과 무함마드의 사실을 말하면서 꾸란은 

불신자들이 말하는 시나 □!술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 한 후 꾸란을 
영광되게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요 불신자들에게는 큰 슬 
픔이니 위대한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드리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장 
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이슬람의 기본 원리요 믿음의 핵심인 실제의 날<실 
제，사실，현실)，즉 심판의 날에 관하여 주로 언급되고 있어 그 장이 
「하刀ᅡ」라고 불리워진 배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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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 장 

^비^우시고 자에^우신 
하나님의 이^으로 

1. 실제의 날이1> 있나니 

2. 실제의 날이 무엇이뇨 

3- 실제의 날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에게 가르쳐 주리요1〉 

4. 사무드와 아드 백성은 부활의 

날을1> 부정했노라2ᄎ 

5. 그리하여 사무드 백성은1> 무 
서운 천둥과 번개의 벼락으로 멸 
망했으며 

6. 아드 백성은 춥고 성난 폭풍 
에 의해 멸망되었노라 

7. 하나님은 일곱밤과 팔일간 그 
들에게 연속적인 징벌을 주었나니 
그대는 이 백성들이 부복한 것올 
보았으매 이는 쓰러 넘어진 종려 
나무 같았더라 

8. 그대는 그들 중 살아 남은 어 
느 누구를 볼 수 있었더뇨 

■■©:방 ■■我i :•더 

II■，■조 켜빨 

q느짖 一조-起 

©m 

©藏와多;然成分 

® 技^^在成 

©技匕斤 ☆與iV光此 

匕一端與與;■以^^ 

0 知&以制쌌以技%J與^ 

l-i) 부활의 날 명칭 가운데 하나로 현세에서 있었던 실제의 모든 일들이 사실대로 밝혀지는 날 
로 의심할 바 없는 날 임을 의미한다. 

3- 1) “부활의 날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 무함마드에게 가르쳐 줄 것인가? 그대는 그대가 알지 못 
하고 관계없는 것 그리고 그대가 그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한 것은 가르치지 말 것이라”는 뜻 
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9권 op. cit, p•幻). 

4- 1) 까리야 : 부활의 날 
2) 사무드 백성은 예언자 살레를，아드 백성은 후드를 거역했다. 

5- 1) 제7장 秘절 및 73절 참조 

- ^ xr *-»ᅲ 增 * - - 고jrj 



9. 파라오도 그리고 그 이전의 
자들과 멸망된 도시들도1> 계속하 
여 죄악을 저질렀노라 

©爲技V행抄;쌌巧媒〉灰， 

10. 주님이 보낸 선지자를 거역 
하였기에 그분은 그들에게 혹독한 
벌을 내렸노라 

11. 물이 넘쳤을 때 하나님은 너 
회를 방주에 태워 보냈노라 

12. 이로 하여 너희에게 교훈이 
되고 귀를 가진자는 그것을 기억 
하여 그 교훈을 기억하도록 하였 
노라 

13. 나팔 소리가 한번 울려 퍼질 
때】》 

14. 대지의 산들이 움직이고 그 
것들이 한번에 산산조각이 나며 

15. 그때에 커다란 사건이 일어 
나니라 

16. 그날 하늘이 갈라지고 힘을 
잃게 되노라 

17. 천사들이 주변에 줄지어 있 
으며 그들 위로 여덟1> 천사가 그 
날 주님의 권좌를 받들고 있노라 

18. 그날에는 너희가 심판을 받 
은 날로 너희의 어떤 행위도 숨겨 
질 수 없노라 

©대빠⑶나 0;必;고 

©名災난多技^故«炎四하 

© 호;今육책在칭 ki 냐벽 

爲■내分松소려I;교M其 

(융’대少守호i 各^쯧 

©切i ※々他'최 

※과聲 ■요必 
© 렇5 

©氏느나 ()以낫 6;冬펴구소 

9-1) 롯의 다섯개 고올이 멸망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하-쉬야 알싸-위 240/4). 

13-1) 이스라펠 천사가 부는 나팔소리로 세상이 파괴되는 신호를 알리는 소리라고 이브누 압바쓰 
는 말하고 있다. 

17-1) 천사들이 여덟겹으로 하나님의 권좌를 지탱하고 있으나 그 천사들의 숫자는 하나님만이 아 
는 것으로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9권 op* cit, tx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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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添■■，商^^^를^， 

19. 그의 우편에 기록을 받은 자 
는 여기에 기록이 있나니 읽어 주 
소서 라고 말하며 

20. 실로 저는 저의 계산이 어느 
날 저에게 이르리라는 것을 알았 
습니다 라고 하더라 

21. 그리하여 그는 축복받은 삶 
올 영위하며 

22. 높은 천국에 있노라 

23. 송이송이 달린 과일이 손 가 
까이에 있으며 

24. 기꺼이 먹고 마시라 이것은 
너희가 지나간 기간 중에1} 행한 
선행에 대한 보상이라 

25. 그러나 그의 좌편에 기록을 
받은 자는 나의 기록이 나에게 이 
르지 아니 했으면 하고 말하더라 

26. 내가 저지를 행위에 대한 벌 
이 무엇인지 몰랐나이다 

27. 죽음이 나의 종말이었으면 

28. 나의 재산도 아무런 쓸모가 
없으며 

29. 내가 가졌던 권세도 내게서 
사라져 버렸구나 

30. 그를 포획하여 구속하라는 
엄한 명령과1ᅭ 더불어 

24-1) 현세에서 행한 모든 선행 

30-1) 지옥을 담당하는 천사 주바니이야 천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으로 풀이되고 있다(IWd 
P.28). 

빼^^■後■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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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3. 이것은 만유의 주님으로 부 
북 터 내려진 계시로 ©私山1 故찌생 

44. 만일 그가1》하나님께 거역하 
여 일부의 말씀을 위조하였다면 

© 心治 격덮; 

45. 하나님은 그의1》오른손을 붙 
1 잡아 

©닛我此e 생 

46. 그의” 동맥을 절단 했으리라 ©起y 此雜抄 
47. 이때 너회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제지할 수 없으리라1> ® 쇼次;。、A하다 

48. 실로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 
워 하는 자들을 위한 교훈이라 ©빼敎■ 

49. 하나님은 너회중에서 그것을 
| 거역하는 자들을 알고 계시니라 ® 法改公々從， 

50. 실로 그것은 불신자들에게 
1 큰 슬픔이라 

51. 실로 그것은 분명한 진리라 ©典3년빼; 
52. 그러므로 위대한 그대 주님 

1 을 찬양하라 
©iP延나우 

44-1) 선지자 무함마드 

45-1) 선지자 무함마드 

46-1) 선지자 무함마드 

47-1) 만일 무함마드가 너희들을 위해 거짓말을 하였다면 우리(하나님)는 무함마드를 벌하였을 
: 것이며 이때 너희는 어느 누구도 그 벌을 제지할 수 없으리라(타프씨르 알카-진 148Z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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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케에서 계시된 44절로 이슬람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부활을 다루 
면서 내세에서 행복하게 사는 자들과 불행하게사는 자들에 관해서 그 
리고 그곳에서의 믿는 신도들과 죄인들과의 상태, 부활을 불신한 메 

카 불신자들의 선지자 무함마드 선교에 대한 조롱에 관해서 다투고 
있 다. 

본 장은 내세의 응벌을 경고한 선지자 무함마드를 조롱한 메카 불 
신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늘이 분리되고 산들이 양털처럼 
그리고 이상한 여러가지 색갈이 되는 그날에 있게 될 죄인들에 관한 
이야기오ᅡ，인간의 속성 중에서 어려울 때 침착하지 못하고，재앙에 직 
면할 때면 크게 슬퍼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면 그 은혜를 가 
난한 사람과 불쌍한 사람들에게 인색해 하는 인간의 내면세계를 다루 
고, 믿는 신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한 위대한 보상인 천국에 관 
해서，그리고 이 천국을 비웃은 불신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한 후 

만유의 주님께 맹세하사 부활과 보상은 의심할 바 없는 필연적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마 
지막으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3절의 “승천의 길(마아리즈)의 주님 하나님으로부 
터 응벌이니라”라는 절에서 언급된「마아리즈」어휘에서 유래된 것이 
아닌가 사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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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 장 

^비^우시고 자에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한 질문자가1> 있을 응벌에 관 
하여 질문하였나니 

2. 그것은 무도 제지할 수 없 

는 불신자들을 위한 응벌에 관한 
것으로 

3. 승천의 길1ᅭ의 주님 하나님으 
로부터의 응벌이라 

4. 오만년과도 갈은 하루 동안에1》 
천사들과 가브리엘 천사가2> 그분 
께로 올라가니라 

5. 그러므로 그대는 아름답게 인 
내하라1> 

6. 실로 그들은 그것이1ᄉ 멀리 있 
다 생각하고 있노라 

::에고호: I 

O꽤께必 U-起 

6 部나픽公衣此: 

©切巧 C외 

® 디디나一 65 

©於:해必수 

私^ 

l-i) 메카 불신자들이 자기 자신들과 그들의 백성들에게 응벌을 촉구한 것이라고 해설가들은 풀 
이하고 있다. 한 질문자라함은 메카 지도자 중의 한사람이었던「나다르 이븐 알 하리쓰그 이 
며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하나님의 옹벌이 있다는 것으로 그들을 경고했을 때，“이것이 그대 
로부터의 사실이라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돌벼락 아니면 고통스러운 옹벌을 내려보라고 조 
롱하며 말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드르 전투에서 멸망케 하고，“…불신자들 
을 위한 응벌에 관한 것으로…”라고 계시가 내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 
니，제19권 op. cip, p.34). 

3- 1) 마아리즈 : 오르는 길, 계단 둥의 자구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본 절에서의 의미는 천사들이 하나 
님의 명령에 따라 오르내리는 길이란 뜻으로 보아 우리 말로는 숭천의 길이라 풀이하였다. 

4- 1) 하루의 길이가 5만년 길이와 같은 길이로，이브누 압바쓰는 그것은 불신자들을 위한 5만년의 
길이로 그들을 지옥에 들어가게 하여 지옥의 하루가 현세의 5만년 길이처럼 살게 한다는 뜻 
으로 풀이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282/18). 

2) 루흐는 가브리 엘 천사를 가르키며 가브리 엘 천사를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모든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여 주는 가장 훌륭한 천사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무함마 
드 알리 알사부니，제19권 op. cit, p.34). 

5- 1)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한 위로의 말씀으로 그대 백성들의 불신과 오만과 거만에 대하여 인내 
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6- 1) 부활과 심판올 조롱하는 자들은 부활과 심판이 없음으로 응벌도 없다고 하면서 오만해 하고 
있다. " 

뺀^隱深^^，^^，^^法려^到，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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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가까 
이 있음을 알고 계시니라 

8. 그날에는 하늘이 용해된 구리 
처럼 될 것이며 

0以必 

© (그5씼§次31리起^도 

9. 산들이 양털처럼1> 될 것이며 

10. 친구가 친구의 안부를 물을 
수 없으며 

11. 비록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안다하여도 그러할 것이며1> 죄인 
들은 그날의 응벌을 피하기 위하 
여 그의 자손이나 

，나소 o版—셌少必松從松 

12. 그의 아내와 형제나 

13. 그를 보호한 친척이나 ©사,々今; 

14. 대지에 있는 모든 것을 바쳐 
그 응벌을 피하려 하도다 

15.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으며^ 불지옥이 있을 뿐으로 

16. 머리부터 불태워지고 

©多데後 

17. 외면하고 거역했던 자들올 
부르며 n © ᄋ서5혹도 

9-1) 알이혼 : 붉은 색깔의 털，또는 여러가지 색깔의 털이라는 뜻 

11-1) 서로가 알고 서로가 서로에게 소개되어 알게 되나 서로가 서로를 피한다는 뜻으로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음(타프씨르 알따브리 46/29). 

15-1) 그때에 하나님의 벌은 그 어느 무엇으로도 회피될 수 없다는 뜻 

17-1) 하나님올 거역하고 믿음을 외면했던 자들을 지옥으로 부른다. 이브누 압바쓰는 불신자들, 
위선자들의 이름을 부트며 “불신자여 내게로 오라, 위선자여 내게로 오라”라고 불러 모으게 
한다고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我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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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물을 축적하여 감추었던 
1 자들을 부르니라1) 

19. 실로 인간은 창조되었으되 
침착하지 못하고1> 

®\있麥띠5 

20. 재앙이 이를 때면 크게 슬퍼 
하며 

21. 행운이 찾아들 때는 인색해 
하더라1> 

은多名폐4£:t《 [ 

22. 그러나 예배에 충실한 자들 
은 그렇지 아니하니 4헤와 j 

23. 항상 예배하는 그들이라 ©과彩文句려的 j 
24. 그들의 재물은 정당한 것으로 

幻. 구하는 자들이나 구하지 아 
j 니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고 j 

26. 심판의 날의 진리를 받으들 
| 이며 용•뼈•與 ! 

27. 주님의 응벌을 두려워 하는 
1 자들이라 

(ft) o( 

28. 실로 하나님의 응벌은 불가 
피한 것이되 

18-1) 재물을 축적한 후 하나님 사업을 위해 규정된 이슬람세를 바치지 아니하며 인색한 자들에 
1 대한 경고 ' 

! 19-D 할루우: 조급하고 성급하게 원할 뿐 인내함이 없다는 뜻.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가 i 
! 장 훌륭한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완성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자유 

의지가 어느 한계까지 주어졌다. 이 자유 의지를 그릇되게 사용함으로써 인간은 그의 본성 
을 허약하게 만들게 되며(제4장 淡절》，또는 조급하고 서둘며(제17장 11절), 또는 본 절에 
언급된 것처럼 침착하지 못하게 되어 그의 행위에 의하여 이것들이 그 인간의 성격이 되어 
버린다. ； 

i 2i-i) r이브누 키싼」은 인간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은 좋아 
하고 그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 것은 회피하며 그가 좋아하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기 싫어하 
며, 좋지 아니한 것에 인내하는 것이 인간 속성 중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타프씨르 알 
바가위 15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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幻. 순결을 지키는 자들은 제외 
_ 라 
§ 

@ 左^ 許一公 

30. 그러나 아내들과 그들의 오 
? 른 손이 소유한 자들은 허락된 것 
| 이되 

與陶샜四‘와대싸的5때 
©淑女 

31. 그러나 이를 위반한 것은 불 
1 의한 자들이라1》 

©쇼하요多농과’5 承;‘)조기 Cp 

1 32. 신용을 지키고 약속을 이행 
하는 자들과 

33. 증언을 함에 정직한 자들과 @ 표^i 戶 <2^ 

34. 예배생활에 충실한 자들은 @ 6;連초텍分5 고」、》^;쇼시 

35. 축복받은 천국에 있게 되리라 

36. 그러나 그대 주위를 급히 서 
둘러 돌진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어 
떤 일이 있겠느뇨1> 

@ &以 公영Cp 

37. 오른쪽과 왼쪽에서 왜 떼지 
어 앉아 있느뇨 

與내‘고，功‘分 

38. 그들 각자는 축복받은 천국 
으로 들어가려 갈망하느뇨 

©一《參起 it휘公雜써 

39.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나니 
하나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으 

{ 로1> 창조하였노라 

@以父쇼있씼炎賊炎 

! 31-1) 자기 아내외에 성생활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넘어선 자로 그는 하나님의 옹벌을 피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 

36-1) 불신자들은 줄을 지어 선지자 무함마드 주변에 몰려들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서 그분과 
그리고 추종자들을 비웃으며，“무함마드의 주장대로 이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 
들 앞서 들어가리라”고 말했을 때 이 절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타프씨르 아비 알 

j 싸우드 1956 및 타프씨르 알카-진 1改석). 

39-1) 한 방울의 정액으로부터 응혈이 되게 하고 세포가 되게 하여 만들어진 인간은 오만하고 거 
만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는 뜻으로 풀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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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동쪽과 서쪽의 주님께 맹세 
하사• 권세는 그분께 있노라 

41. 그들보다 나은 다른 백성들 
로 그들을 대체할 수 있으며 하나 
님은 그렇게 함에 부족함이 없노 
라 

42. 그러므로 그들이 무익한 대 
화에 빠져 그들이 약속받은 그날 
에 직면할 때까지 만끽하도록 버 
려두라 

43. 그들이 그들의 무덤으로 부 
터 서둘러 나오는 그날 그들은 마 
치 서둘레> 우상에게로2> 가는 것 
같더라 

44. 실의에 빠진 그들의 눈들은 
아래로 내려져 있으며 수치가 그 
들을 에워싸니 그러함이 그들이 
약속받은 날이라 

pa戶땅存^쪽푠^^^경편해y■法gg接해y旧斤:가任»때^^！^巧^相하뻔伊;按^ 

©巡희i 여化겨1故내炎 

以仏:比않知與; 必炎炎 紀 
(증) 起多 

노그 <Ji 义令均、신，육및t5 

《以때;강 I 到호奇^：^와^ ᄄ 

43-1) 유피두나 : 서둘러 가다. 
2) 우상을 숭배하던 무지의 시대에 숭배했던 우상들(꾸란어휘 해설 p그紋). 

빼■，理顯，명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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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케에서 계시된 幻절로 이슬람의 기본 원리 및 믿음의 기본 원리 

를 비롯하여 다른 계시들과 동일한 목적의 일면을 다루면서 예언자들 
의 어른인 노아의 이야기로써 첫 절부터 끝 절까지 노아의 선교 그리 

고 대홍수에 관한 이야기 등을 다투고 있다. 

본 장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했던 백성에게 노아를 보내 하나님 

의 벌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올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도록 하고 있 

다. 모든 희생과 노력으로 밤과 낮을 구별치 아니하며 때로는 대중 앞 

에서 때로는 비밀리에 선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불신이 

더해만 가자 노아는 웅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와 위대성 그리고 

능력을 백성들에게 제시하면서 백성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였고 충 

고하여 인도하려 하였으나 백성들은 여전히 불신하고 여러가지로 사 

악한 음모까지 꾸였다. 

노아는 950년 동안을 선교에 열중하였으나 그들 백성들의 불신이 

더하여 가자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기원하고 오만하고 거만했던 

불신자들을 멸망케 하여 주길 주님께 기원하면서 본 장을 끝맺고 있 

다. 

본 장의 명칭이 노아라 불리워 지게 된 동기는 본 장의 첫절에서부 
터 마지막까지 노아의 선교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 있어「노아」장이라 

불리워지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대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9 

권 op. cit,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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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우시고 자에^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실로 하나님이 노아를 그의 
백성에게 보냄은1> 그들 위에 고통 
스러운 응벌이2> 임하기 전에 백성 
들에게 경고하고자* 하셨으니 

2. 그가 말하였더라 백성들이여 
실로 나는 분명한 경고자로서 너 
회에게 왔노라1》 

3.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 만을 
두려워 하며 나에게 순종하라 

4.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의 잘 
못을1> 용서하사 일정 기간까지 너 
회를 유예하나2> 실로 하나님의 유 
예 기간이 이를 때면 유예될 수 
없노라 

5. 그가 말하였더라 주여 저는 
밤낮으로 저희 백성들을 인도하려 
하였습니다 

q스之多나 

히必☆此災따^※아뼛없5形j 

떠쇄 aw보炎炎炎故故於: 
쇼炎^沙작^鄭 쇼과겠 

•傑幻抄‘故消i아^ 

1- i) 예언자들의 어른(쉐이크)인 노아는 아람 반도에 거주했던 백성들에게 보내어졌으나 쿠파 지 
역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었다고 울루씨는 풀이하고 있다(투-호 알마으나 
69/松》. 

2) 현세에서는 대홍수의 벌과 내세에서는 불지옥의 벌 

2- 1) 노아는 예언자들의 어른(쉐이크)이요 최초의 예언자였으며 꾸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950 
년을 살아온 현세에서는 가장 오래 살았던 예언자였다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그는 이 
기간동안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였으나 소수만이 그를 따라 믿음을 갖게 되었다. 
본 장의 명칭이 누흐(노아)라 불리워 지게 된 동기는 본 장의 첫 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노 
아의 선교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 있어 누흐(노아)의 장이라 불리워 지게 되었다. 하나님은 
노아의 백성들올 대홍수로서 멸망케 했다. 또한 노아는 훌륭한 5명의 선지자-노아, 이브라 
함，모세，예수，무함마드-중의 한 선지자라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저U9권 
op. dt, p.41). 

4-1) 이슬람 이전에 저질렀던 잘못들 
2) 하나님이 정한 일정 기간까지 현세에서의 옹벌을 지연시켜 주신다는 뜻으로 풀이됨. 

鐘 ■函理巡*■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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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러나 믿는 자들은 증가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늘어났습니다 

©心특대反文농 

7. 당신께서 그들을 용서할 것이 
라 제가 말할 때마다 그들은 그들 
의 손가락으로 귀를 막고 옷을 여 
미몌> 거역하고 오만할 뿐입니다 

〜P與;^與接於쌨砂 

8. 그리하여 저는 그들에게 소리 
높예> 호소하였습니다 © t얏“;多;파l多 

9. 대중 앞에서도 그랬고 보이지 
않게도 호소했으몌> 

조匕仏1섰속;;此샜必己r想多 

! io.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라 
실로 그분은 관용으로 충만하신 
분이라 말하였고 

11. 그분께서 너회에게 비를 내 
i 리되 풍성케 하여 주시며 @15!；과公^炎 

12. 재산과 자손을 더하여 주시 
고 과수원과 물이 흐르는 강을 너 
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였습 

j 베 

S江;M 되; 士:사爲炎나接 
金 狀■괘 

13.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위 
대함을 두려워 하지 아니한 것은 

^ 어떤 일이뇨1> 

1 7-1) 듣지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 한다는 내용이 은유법으로 표현되어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 33公切. 

:: 8-1) 두려워 하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지도자들에 대하여 촉구하였습니다. 

1 9-1) 노아는 선교의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하나님의 메세지를 그들에게 들려 주려 하였다. 그래 
■ 서 여러 대중이 모인 대중앞에서도 선교를 하였고 비밀리 개인적인 선교 방법도 강구하여 

보았으나 모두가 실패였다. 

1 13-1)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미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이뇨?”라고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 
다(타프씨르 알따브리 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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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실로 그분은 여러가지 서로 
| 다른 단계를 거쳬> 너희를 창조하 

1 셨노라 

©이多엇述 

1 

j 15. 하나님게서 충을 두어 일곱 
I 개의 하늘을 만드신 것을 알지 못 
1 하느뇨 ©法% 

1 16. 달을 두시매 빛을 반사■케 하 
1 고 태양을 두시매 등불이 되게 하 
1 셨노라 

셔펴按않고(3피 S 
©바느 

1 17. 하나님은 초목이 성장하듯 
I 너회를 대지위에서 성장케 했으몌> 

호방k호妙6公^技& s 

1 18. 그런 후 너희를 부활케 하시 
S 니라* 

19.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대 
' 지를 융단처럼 펼쳐 주셨으니 

©멍匕스:必!必义■篇 

1 20. 이는 너희로 하여금 그 안의 
S 넓은 길들을 활보하도록 함이라 

! 21. 노아는 계속하여 말하였더라 
1 주여 실로 그들은 저를 거역하고 
S 그들의 재산과 자손들에게 해악만 
| 을 끼치는 자들을” 따를 뿐입니다 

此起상》향나#향생경浪 
® c匕페系 

22. 그들은 크나큰 욤모를시 꾸미며 細붸效巡S 

23. 너희 신들을 버리지 말라 왓 從^와 私쑈쑈免典》起요이多故 

J 14-1) 제22장 5절，제23절 12-17절 참조 

1 17-1) 제25장 61절 참조 

| 21-1) 부유하고 지위가 높고 그들의 지도자들 

S 22-1) 백성들을 그들의 우상 숭배로 강요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노아가 전한 하나님의 종교를 믿 
1 는 것을 방해하고 노아를 해치려 했던 음모라고 울루씨는 풀이하고 있다(투-흐 알마아-니 
S 7分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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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도 쑤와도 그리고 0>구쓰와 야 
우끄 그리고 나스르 신들을1》단념 
해서는 아니된다고 서로가 서로에 
게 말하였더라 

24. 그들은 이미 많은 무리를 유 
혹하였으니 주여 당신께서 더 이 
상 방황하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죄악을 증가하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功⑭낳史자以必야公 

25.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1> 

그들은 익사하였고 불지옥에 들어 
가게 되었으니 하나님 외에는 그 
들을 도울 자 아무도 없노라 

，떠 ■遠1接切•타 
®bd 쇠 상;장^ 

26. 노아가 말하였더라 주여 대 
지위에 한 사람도 불신자로 버려 
두지 마옵소서 

® 逆多호々 i以쟁(冗해여향心 

27. 당신께서 그들 중에 한 불신 
자라도 남겨 두신다면 그들은 당 

1 신의 종들을 유혹하여 사악한 자 
들로 만들 것입니다 

k物5冗^^새必:56상웬 
公 

28.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사 저 
의 부모와 믿음으로 저의 집에 들 
어온 자들과 믿는 사람들과 믿는 
여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인들 
에게만 벌을 중가하여 주소서 

⑶雜^次”내少0接切 : 

i 23-1)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들의 이름이다. 그밖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었으며 본 절에서 언급된 1 
우상들이 대표적 우상들이었다고 싸위는 풀이하고 있다(하-쉬야 알싸-위 알라 알잘랄라인 
法 1/4). 

25-1) 물에 익시하고 불지옥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그들의 불신과 다른 죄악들 때문이었다고 풀 
1 이되고 있다(알타쓰힐 이룰름 알탄진 1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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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케에서 계시된 28절로 하나님의 유일성，메세지 및 부활과 보상 
을 영마와 대화를 통하여 다루고 있다. 

본 장은 한 무리의 영마들이 꾸란을 듣고 믿음을 가진 후 그들의 

백성에게로 돌아가 백성들을 믿음으로 촉구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 
나님에게는 아내도 그리고 자손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 한 후，영마들 
이 하늘에 있는 자들의 소식을 엿듣는 것 그리고 하늘은 천사들로 가 
득차 있어 무함마드가 선지자로 온 다음에 하늘의 소식을 엿들으려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응벌이 있다는 이of기를 하고，영마의 종류 
로는 2가지로 믿음을 가진 영마들과 믿음을 불신한 영마들이 있어 이 
들 각자의 영마들은 각자의 업적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한 다음 선지자 무함마드 선교에 대한 이야기，하나님의 알씀을 전달 
하는 전달자로써의 이야기를 언급한 후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는 영역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1절에서 15절 사이의 계시가 영마와의 대화를 통하 
여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영마」장이라 불리워지게 된 동기 
및 배경으로 사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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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2 장 

자비로우시고 자에로우신 
하나님의 이^으로 

1. 일러가로되 내게 말씀이 계시 
되었고 한 무리의 영마가 꾸란을 
듣고 말하길 실로 우리는 룸다 
운 꾸란 낭송을 들었노라 하더라1> 

2. 그것은”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 
는 것이니 우리가 그것을 믿되 주님 
을 어떤 것과 비유하지 않노라2> 

3.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주님으 
로 아내도 그리고 자손도 두지 않 
으신 분이라 

4. 우리 가운데 우매한 자들이1> 

있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짓하는 
자 있었으나 

5. 우리는 사람도 영마도 하나님 
께 거역하고 거짓말하리라1> 생각 
지 아니 했노라 

Q소玄찾 l(i쇼巧-다 

© 的^3多少하湖必0必必 

® 此!T심i 沒、明;炎^敬 

©松公典 lj巧技?^해 

少多乂난夕如3貞여y 한피s 竹 

6 料봉다觸活상⑬겨 ■샜少 

1- 1) 무하맘드여 그대 백성들에게 말하라. “실로 나의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계시하사 내가 그 말 
씀(꾸란)을 낭송하는 것을 한 무리의 영마가 들었도다- 이때 한 무리의 영마가 말하길, ”실로 
우리는 o}름다운 꾸란을 들었으니 그것은 그(무함마드》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무함마드 알 
리 알사부니，제19권 op. cit, p.48)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새벽 예배에서 꾸란을 읽고 있을 때 이들 한 무리의 영마가 이것을 듣 
고 있었으나 선지자 무함마드는 그들이 주위에 있으면서 듣고 있다는 것을 직접 알지 못하 
고 계시를 통하여 그 소식이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전하여 졌다고 풀이되고 있다<부카리와 
무슬림이 전하는 하디스를 이브누 압바쓰가 전함). 

2- 1) 꾸란 
2) 그 무리는 불신자들이었다고 풀이되고 있다<타프씨르 알카-진 158Z4). 

4- 1) 사피흐 : 우매한, 바보스러운이 란 뜻으로 본 절의 사피흐는 백성들을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으로 유혹하는 이블리스라고 무자히드는 말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9/19). 

5- 1) 하나님이 아내와 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짓 즉 우리가 이 꾸란을 듣고 그것을 믿었을 때 하 
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거짓말 할 어떤 사람도 그리고 영마도 없으리라 생각하였다(무함마드 
알리 알■부니, 제19권 op. cit, p.49). 

曲^^，^■，■强^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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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람중에 영마의 무리에게 보 
호를 구하는 자 있으나 그들은1》 
오히려 그들에게 어리석음을 더하 
여 주니라 

7. 그들은1》너희가2》생각했듯 하 
나님은 어느 누구도 부활시키지 
않으리라 생각했더라 

8. 우리가 하늘에 이르려고 시도 
하였으나 힘센 수호자들과 빛나는 
별들로 가득차 있음을 알았노라1》 

9. 실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 
에 앉아 소식을 엿듣곤 하였으나 
그렇게 엿들으려는 자는 유성이 
숨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 
게 되리라1> 

10. 우리는1> 지상에 있는 그들 
위에 재앙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 하실련지 
알지 못하노라2> 

11. 우리 중에는 의로운 자들이 
있고 의롭지 못한 자들이 있어 우 
리는 다른 길을 따르고 있노라 

^ | 石谷接6 
炎썅 

0 炎他^《與V요효棟比能 

起兵公公必 따多 
® \고 츠 

내싯必넷쇼^리分淑與銳 

교抄생必〉^^6與에야 
©1>05 

6- 1) 영마의 무리 중에 있는 인간 

7- 1) 불신자들 
2) 영마의 무리. 즉 너희 영마의 무리가 부활을 불신했던 것처럼 너희 인간의 불신자들도 부활 
을 불신하였다(Ibid p.49). 

8- 1) 영마들이 말하길，“우리가 하늘에 올라 하늘에 사는 자들의 말씀을 듣고자 요구하였으나 하 
늘은 그것을 보호하는 수많은 천사들로 가득차 있음을 알았다，，(Ibid, p.50) 

9- 1) 영마들의 이야기로 선지자 무함마드가 선지자로 오기 전 까지는 하늘의 문을 두드려 그곳 
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전하여 줄 수 있었으나 무함마드가 선지자로 온 이후 하늘의 소 
식을 엿들으려 하는 자는 화염에 쌓여 멸망된다는 것(Ibid p.50). 

10-1) 영마의 무리 
2)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행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호자들로서 하늘을 
가득 채워 지상의 백성들에게 어떤 벌을 주시려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 
내어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려 하는지 영마들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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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리는 대지 위에서 하나님 
을 초월하고 또한 그분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있노라 

接^※ u公이쇼必知式!?。■허S 

13. 우리는 복음을 들었을 때 그 
것을 믿었으니 주님을 믿는 자 누 
구든 어떤 손실과 수치도 두려워 
하지 않노라1> 

炎않⑯갖細獻心版，떠桃 

14. 우리 중에 하나님께 귀의하 
는 7} 있고 이탈하는 자 있나니 
귀의하는 자 누구든 올바론 길을 
추구하노라” 

©t6Si 

15. 그러나 바른 길에서 이탈하 
는 자 그들은 불지옥의 연료가 되 
니 라1> 

©따^紙해 

16.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만일 그 
들이1》바른 길을 걷는다면 내가 그 

들 위에 풍성한 비를 내려 주리라 

빠성災대避，多少皮자出 

17. 하나님은 그렇게 하여 그들을 
시험하였나니 주님의 가르침을 외 
면하는 자 있다면1》그분은 그를 고 
통스러운 응벌속에2》들게 하리라 

d초(»보스귀홈5谷와 

18. 사원은 하나님의 것이거늘하 (하切鄭서々있쇼V의與 

13- 1) 꾸란을 믿고 무함마드를 선지자로 확중하고 메세지를 믿는 자들은 그의 명예에 손상이 있 
올까 두려워 하지 않는다고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16/19). 

14- 1) 이슬람에 귀의하여 선지자를 따르는 자는 행복과 구원의 길로 인도된다. 

15- 1) 진리와 믿음을 이탈한 불신자들에 대한 대가는 불지옥의 연료가 되어 태워진다는 이야기로 
여기서 영마의 이야기는 끝난다고 대다수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 
니，제19권 op. cit, p.51). 

16- 1) 메카 주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서 이들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법 샤리0V를 준수하였다 
면 풍성한 양식을 부여받았을 것이라는 뜻 

17- 1)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한 자 
2) 싸아드 : 쉴틈이 없는 웅벌(타프씨르 알따브리 73/29) 





25. 일러가로되 너희가 약속받은 
응벌이 가까이 왔는지 아니면 주 
님께서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셨는 
지 알지 못하노라1〉 

26. 하나님만이 보이지 않는 것 
을 알 뿐으로 그분은 어느 누구에 
게도 그분의 신비를 알려 주지 않 
으시니라 

27. 그러나 그분이 선택한 선지 
자는 제외로 그분은 한 무리의 수 
호자들로u 하여금 그의 앞뒤를 행 
진케 하시니라 

28. 하나님은 그들이1ᅭ 주님의 메 
세지를 전달하였는지 알고자 하심 
이며 또한 그분은 그들과 함께 있 
는 모든 신비들을 에워싸고 계시 
며 모든 것을 숫자로 기록하시니라 

。公公선 a 쑈 

⑪切※必公射냐피쌌 

左\1우하S 4多나홈”，，‘벼이 교 
(소?。 

—33다必;多;T 起 巧多긷 

25-1) 선지자께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벌을 경고했을 때 이들 불신자들은 선지자에게 이 응 
벌이 언제이며 심판의 날은 언제냐고 물었다. 이때 선지자는 그 시각이 언제인지 가까이 왔 
는지 아니면 멀리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9권 op. dt, 
p.52). 

27-1) 하나님은 천사들을 수호자로 보내어 영마로부터 그(선지자)를 보호하도다(타프씨르 알따브 
리 77/幻). 

28-1) 선지자들이 



1145 

«後 

제73장 무장밀 

메케에서 계시된 20절로 선지자 무함마드 생애의 일면을 다루면서 
밤중예배，꾸란 낭송과 선지자 무함마드에 관해 언급을 하고 있어 무 
잠밀(망투속에 싸여진)장이라 불리워 지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 
부니，제19권 op. dt, p.54). 

본 장은 선지자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은혜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경배함에 스스로 노력하고 헌신하라는 계시를 
내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계시를 내려 백성들에게 전하고 선 

교하며 밤에는 정상생활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 후 불신자들의 해악과 
모욕에 대응하지 말고 그대로 버려 두면서 인내하라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부활의 날 무섭고 고통스러운 응벌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언급한 후 선지자와 믿는 신도들에게 의무화 했 
던 밤중예배를 은혜로써 경감하여 주면서 다른 일반생활에도 충실할 
것을 언급하고 본 장을 끝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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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73 장 

^비로우시고 자에^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망투 속에1》싸여진 그대여2》 

2. 밤에 일어나 예배하라 그러나 
밤중 내내가 아니며 

3. 그것의 절반 아니면 그 이하 
면 되며 

4. 그 이상이라도 좋으니라1> 그 
리고 꾸란을 낭송하되 느리고 리 
듬을 두어 읽으라 

5. 내가 그대에게 중요한 메세지 
를 보내리라 

6. 실로 밤중에 일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되 예배하고 찬미하는 
말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라1> 

7. 실로 그대에게는 낮에 해야할 
임무가 있나니1> 

邊，. 
☆兵 | (々今-公 

奎煙次과태 

©以公，!예^,必햇 

©^화5^느1分4수화 효M其 하 

1-D 무잠밀: 둘러 감아 씌운 
2) 부카리와 무슬림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선지자 무함마드가 히라 동굴 안에 있었을 때 가브리 

엘 천사가 내려와 계시를 내리기 시작했으나 무함마드는 천사가 그에게 계시를 내리기 시작 
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가득차 그의 부인 카디자에게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하길, 
“나를 무엇으로 덮어 감싸 주시요 나는 지금 두렵소이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그에게 일어 
났던 모든 이야기를 아내에게 이야기하여 주었다<사히흐 알부카리X 

4-1)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 일어서되 밤중의 절반 또는 절반 이하 또는 그 이상이라"야 한다는 
뜻으로 밤중 예배와 경배하는 시간은 밤 전체의 | 이상 f 이하로 풀이하고 있다. 최초에는 

밤중에 일어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선지자 무함마드에게는 의무였지만 후에 그것은 권 
장 사항으로 되었다<알타프씨르 알카•비르 알무라-지 171/30). 

6- 1) 잠을 자며 편히 휴식을 취해야 할 시각에 일어나 예배하고 신을 찬미하며 경배한다는 것은 
대낮에 실천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다. 또한 밤중 시간은 활동을 하지 않는 시간이므로 정 
신이 맑아 낭송을 하기에는 적합한 시각임을 말해주고 있다. 

7- 1) 낮에는 그대 무함마드의 일상생활에 충실하고 밤에는 그대 주님올 경배함에 열중하면 된다 
는 뜻으로 풀이됨(알타쓰힐 리울룸 알탄질 157/4). 

致技級街■■因務^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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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대 주님의 이름을 상71하고 A<1,-公?자，以，솨"，1竹卜 
f 온 정성을 다하여 그분만을 섬기라1》 0 앗^세사여나—1ᄉ나 

: 

9. 그분은 동쪽과 서쪽의 주님으 
I 로 그분 외에는 신이 없나니 그분 

만을 보호자로 택하라 

©化야내과 多峰 

10. 그들이 말하는 것에1ᅮ 인내하 
5 고 정중한 태도로 그들을 멀리하리^ 

必 女^1ᆻᆻ 

? 11. 거짓하는 자들은 내게 두라 
::: 그들로 하여금 향락케 하여 잠시 
i 만 유예하리라 

必떻과3대… 必抄乂抄3 

12. 나에게는 그들을 묶을 족쇠 
1 와 그들을 태울 불이 있으며 

13. 질식시킬 음식과 고통스러운 
벌이 있나니 

蟲행傑파1호版s 

14. 대지와 산들이 크게 동요하 
J 는 그날 산들은 모래 산더미가 되 
j 어 흘러 내리니라 

®:않홧뺐與;膽此跡 스以石 

15. 실로 내가1> 그대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냄은 너희를 위한 증 

『 인이 되도록 함이니 이는 내가 파 
； 라오에게 선지자를 보낸 것과 같 
| 노라 

(以회하，端义■識 ;; 

© : 

16. 그러나 파라오는 그 선지자 
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매 나는 

1 그에게 무거운 웅벌을 내렸노라 

J 8-1) w일상생활의 일을 마쳤을 때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충실하라“는 뜻으로 이브누 까씨르 " 
j 는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564/3). 

t 10-1) 무함마드는 마술사요 시인이며 미친 사람이라고 거짓하고 욕되게 하는 불신자들의 말. 
1 2) 히즈르 자밀 : 그와 같이 따라하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아니한 것. 상대편이 비난하고 중상모 j 
1 략하나 거기에 대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버리다 라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이 
j 브누 까씨르 5647). { 

f 15-1) 하나님을 가르키고 있으나 나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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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너희가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어린이가 호호백발이 되는 그날 
너희는 너희 자신을 어떻게 보호 
하려 하느뇨 

18. 그때 하늘은 갈라지고 그분 
의 약속은 이행되니라 

19. 실로 이것이 하나의 교훈이 
니 뜻이 있는 자 주님의 길을 따 
르게 하라 

20. 실로 주님은 그대가 밤의 삼 
분의 이 또는 그것의 반을 때로는 
삼분의 일을 예배하며 경배하는지 
알고 계시며 또한 그대와 함께한 
무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만이 밤 
낮을 운용하시며 너희가 그렇게 
계산할 수 없음을 그분은 알고 계 
시니라 그리하여 그분은 너희에게 
자비를1> 베푸셨으니 꾸란을 많이 
읽으라2ᄊ 너희에게 쉬워지리라 또 
한 그분은 너희 가운데 병든자 있 
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지 
상을 여행하는 자 있으며 하나님 
의 길에서 성전하는 자 있음을 알 
고 계시나니3> 꾸란을 많이 읽으라 
너희에게 쉬워지리라 그리고 예배 
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내며4> 하나 
님께 좋은 것으로 대부하라5> 너희 
가 너희 영혼을 위해 바친 것은 

必야ᄄ-^ 多※。^® 

必요^년次^1 

“此按心 A 起—비沙 a 
운) 방“^ 

必‘!티노사;I썅淑必:해 a 
笑5公;“고; 

C>\c^ i^ ^(々。冬라 
公0丄八^、玉ki I O 往 9^ss^ 

jd效 I (노고쓩 仏到; 句公^ 各5公丄 
a6知起 如 u爲乂넜쑈 
때 ||대쑈的^ 좌 

■分; 
與必知 心 
5화別장상 H죄아상;보此 

20-1) 밤중에 일어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을 가볍게 하여 주었다는 것으로 풀이됨(무함마드 알 
리 알사부니，제19권 op. cit，p.60). 

2) 꾸란을 읽는 것은 예배와 경배의 일부분으로 이브누 압바쓰는 밤중예배가 선지자 무함마드 
에게는 의무사항으로 남아 있었으나 선지자의 추종자들에게는 임의 예배로 되었다고 풀이 
하고 있다(타프씨르 알따브리 88/29). 

3) 밤중예배를 가볍게 또는 임의로 하여 주면서 특히 환자，거래와 무역 등으로 멀리 여행중인 
자,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에게 밤중예배를 임의로 하여 줌으로써 은혜를 베풀었다. 

4) 예배는 종교의 기둥이며 예배는 하나님과의 직접적 대화수단이며 가장 중요한 신체적 신앙 
이기도 하다. 또한 이슬람세도 종교의 기둥이며 그와 그리고 형제간의 우애이며 가장 중요 
한 물질적 경배이므로 예배와 이슬람세를 같이 언급하고 있다. 

5) 이슬람세 이외의 자선으로 친척과의 우호관계，손님대접，그리고 그밖의 자선이라고 이브누 
압바쓰는 말하고 있다(타프씨르 알카-진 171/4). 





1150 

제74장 무다씨르 

메케에서 계시된 56절로 선지자 무함마드의 인품과 성품의 일면을 
묘사하고 있어「무다씨르」장이라 불리운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9권 op. cit, p.62》. 
본 장은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선교의 임무를 부여하고 불신자들에 

게는 경고를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잠시의 휴식도 없이 응 
벌을 받게 될 부활의 날을 언급하면서 죄인들에게 경고하고 불신자 
r활리드 이븐 무기라j 가 꾸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올 알면서도 그것은 □ᅡ술이며 시라고 욕되게 한 이야기오ᅡ，하나님 
께서 불신자들을 위해 준비한 불지옥고ᅡ，믿는 사람들과 불신으로 지 
옥에 들어갈 죄인들과의 대하를 이야기 한 후 불신자들이 믿음을 거 

역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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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0. 그것은 불신자들을 위한 것 
1 으로 평탄한 것이 아니라 

必으^多^必^多 : 

11. 내가 홀로 창조한 그를 내게 
^ 맡기^0 

12. 실로 나는 그에게 풍성함을 
1 베풀어 주었고1> 

次)대고5 

13. 자손들이 그와 함께 거주하 
게 하였으니1〉 

念1次떼 ； 

\ 14. 내가 그에게 안락한 생활을 
I 베풀었노라 

15. 그런데도 그는 내가 더하여 
j 주기를 바라고 있느뇨1> 

急起細다쑈 : 

16.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나니 
5 하나님의 예증들을 거역하였노라 

17. 곧 내가 그에게 산더미 갈은 
j 재앙들을1> 가져다 주리라 

© 고玉^公丄 

18. 그는 숙고하고서도1> 음모하 
5 였으니 

li-i) 꾸란을 거역한 불신자「왈리드 이븐 무기라」에 관해 계시된 절로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 
^ 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9권 op. cit, p.效). 

12-1) 낙타와 말，염소, 풍성한 과실이 열리는 과수원 둥 풍성한 재물을 베풀었다. 또한 그(왈리드 
이븐 무기라)는 농토와 상업까지 하였다고 바위타위는 말하고(타프씨르 알 바위타위 
必2/2)，이브누 압바쓰는 그 당시 그의 재산은 메카에서 따이프 사이에 이를 만큼 많았다고 1； 
풀이하고 있으며 무까떨은 그 당시 그에게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계속해서 과실을 수확할 

； 수 있는 과수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풀이하고 있다(알타프씨르 알카비트 19_). 

13-1) 10명의 자손이 여행이나 어떤 이유로 떨어져 생활하지 아니하고 함께 생활을 하였으며 그 
j 중 칼리드，히샴 그리고 왈리드는 이슬람에 귀의하였다(하-쉬야 알샤하-브 274/8). 

| 15-1)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그는 주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신하며 
더욱 욕심만을 갖는가? 

1 17-1) 지탱할 수 없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재앙，산에 오를 때 힘이 점차 약해지듯 그의 힘이 점차 
j 쇠약하여져 지탱할 수 없는 재앙 

18-1) 선지자와 꾸란이 진리라는 것을 숙고하여 알면서도 꾸란에 이론을 제기하면서 선지자를 욕 | 

j 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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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하나님은 천사들을 불지옥의 
수호자들로 두었노라 그 숫자를 
둔 것은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을 
위한 시련으로써 그리고 성서의 
백성들을 확신시키고 믿는 사람들 
의 신앙을 더하며 성서의 백성들 
과 믿는 신도들이 의심하지 아니 
하고 마음이 병든 자들과 불신자 

들이 하나님은 이 비유로 무엇을 
의도하려 하느뇨 라고 말하는 그 
들울 시험하기 위해서라 이렇듯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는 자를 방 
황케 하사 그분이 원하는 자를 인 
도하시니 그분 외에는 어느 누구 
도 주님의 수호자들을1> 알 수 없 
노라 이것은 인간을 위한 교훈에 
불과하니라 

32. 달을 두고 맹세하사11 

33. 사라져 가는 밤을 두고 맹세 
하며 

34. 빛나는 아침을 두고 맹세하 
나니 

35. 실로 그것은15 가장 중대한 
재앙 중의 하나라 

36. 그것은 인간을 위한 하나의 
경고로 

37. 너희 중에 앞서려는 자와 유 
예하려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1> 

切^技1^免, 必혀입고兄 
쌨炯⑶ _切分勤敢玄效 

뉴:솨쑈松\士例射故必接3 
및차다 松쇼 i 必) 從IP 幻d 

촌“微延 

@玉’고k在^; 

며TTS 때 

31- 1) 주누드 : 군인들이란 자구적인 의미로 본절에서는 천사들을 가르킨다. 즉 천사들의 숫자나 
천사들의 힘과，창조의 목적 둥은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다는 뜻으로 부 자홀이 무함마 

드에게, “그대 주님의 수호자는 19명 밖엔 아니된다 말이뇨?”라고 조롱한 것에 대한 절로써 
해석됨(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9권 op. dt, p.70). 

32- 1) 지옥의 모든 것이 사실임올 달을 두고 맹세하사 

35-1) 지옥 

37-1)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선행올 앞서 행하려는 자나 유예하는 자.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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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모든 인간은 그가 행한 행위 
에1> 의해 저당이 되나 

‘되다’。회수 

39. 우편의 동료들은1> 제외로 

40. 이들은 천국으로 들어가 서 
로가 서로에게 질문을 하며 ©ᄋ보穴고향 

41. 죄인들에 관하여 묻고 ©述公。난 
42. 무엇이 너희로 하여금 불지 
옥에 들게 하였느뇨 라고 물으니 必文效: t 

43. 그들은 대답하길 저회는 예 
배하는 자 중에 있지 아니하였으 
며 

@ ^않그고 1 (一요5색감法 

44.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지 아니하고 

45. 무익한 잡담올 하는 자들과 
공론을 하곤 했으며 多敗 

46. 심판의 날올 믿지 않고 ©與往 
47.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부 
인하였습니까1> 忘 ■교多 

48. 그리하여 어떤 중재자들의 중 
재도 그들에게 유용하지 못하리라 

자 믿음을 갖게 할 것이요 원하는 자 불신케 하리라”(알바흐르 알무히뜨 379/8). 또 이브누 
압바쓰는, “원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이요 원하는 자 그의 잘못으로 그것올 지연 
시키리라”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따브리 103/29》. 

38-1) 인간은 책임을 대리자나 구세주 또는 성인에게 떠 말길 수 없다. 그가 구제되는 것은 하나 S 
님의 은총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인간은 계속적으로 그리고 전심을 다하여 올바른 수단과 
방법과 행위로 꾸준히 노력해야만 한다. 그렇게 할 때 인간은 구제될 것이며 우편에 있는 
동료들과 합류할 것이다. 

39-1) 믿음을 가진 행복한 무리들로 이들은 믿음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여 부활의 
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다. * 

47-1) 죽올 때까지 심판의 날을 부정하였다는 것(제15장 期절 참조). 1 

厂-'由 fSf -.-T A "TP-L-따너‘-*•막-「W„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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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교훈을 거역한 그들이 어떻 
게 되었느뇨 

50. 그들은 마치 놀란 당나귀들 
이 

51. 한마리의 사•자에 놀라 도망 
치는 것과 같더라1> 

52. 실로 이들 각자는 펼쳐진 성 
서가 그들에게도 내려지기를 원하 
고 있느뇨1> 

53.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그 
들은 내세를 두려워 하지 않노라 

54. 실로 이것이1ᅭ 교훈이니 

55. 그것을 지키려 하는 자 그것 
을 기억케 하리라 

56.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기억 
하려 하지 아니 하리라 그분은 두 
려워 해야 할 주님이요 관용의 주 
님이시라1> 

® 잡는今쇼나々代그 

©향仏邊 冗앞상雄 4述 

©예여 ■ 

©分s 技石公 

최새와®^ 

51-1) 불신자들이 선지자 무함마드를 보고서 도망치는 것은 마치 야생의 당나귀가 사자를 보고 
도망치는 것과 같다고 이브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알타프씨르 알카비르 리라-지 
212/30》. 

斑-1) 무함마드 선지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계시되었듯이 그들 죄인들도 하나님의 성서가 
그들에게 내려지기를 바라는가?(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9권 op. cit, p.72) 

54-1) 꾸란 

56-1)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 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의로운 것(타끄와)이며 하나님을 믿고 그 
분께 순종하는 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진리라고 울루씨는 풀이하고 있다(Ibid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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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장 끼 야 마 

메케에서 계시된 40절로 믿음의 기본 가운데 하나인 부활과 보상을 
다루면서 특히 부활고ᅡ 그 양상 그리고 시각과 그 고통，이날에 있을 
인간의 상태，불신자들이 내세에서 직면하게 될 고통과 재앙을 다루 
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본 장이「끼야마」즉 부활의 장이라 

불리워지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9 

권 op. cit, p.73). 

본 장에서 부활의 날은 의심할 바 없는 진리라는 맹세로 시작하여 
그 증세를 2가지로 묘사하고 있다. 달이 가리워지고 눈이 현혹되며 
해와 달이 하나로 겹쳐지니 이는 불신；다들에게 대벌을 내리기 위한 

것이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전할 때 선지 
자구ᅡ 그것을 암송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계시된 말씀을 암기하기 위 

하여 서둘러 성급히 혀와 입술을 움직이지 말 것을 촉구하고，인간을 
두 부류로 분류하여 행복한 사람은 그의 얼굴에서 빛이나며 불행한 
사람은 그의 얼굴이 검게 되고 근심과 고뇌에 빠지며 인간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의 상태를 묘사한 후，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죽은 자에 
게 다시 생명을 부활케 할 능력이 없겠느냐는 예증으로 본 장을 끝맺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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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5 장 

자«1로우시고 자에^우신 
^나님의 이름으로 

1. 부활의 날올 두고 맹세하사 

2. 스스로 책망하는 영혼을 두고 
맹세하나니1> 

3. 인간은 하나님이 그의 뼈들을 
모을 수 없다고 생각하느뇨” 

4.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손가락 
끝의 뼈까지도 부활시킬 수 있는 
권능이 있노라 

5. 그래도 인간은 그의 앞에 남 
아 있는 기간까지도 불신하려 하 
몌》 

6. 부활의 날이 언제이뇨 라고 
묻더라 

7. 그리하여 시야는 현혹되고 

8. 달은 어둠속에 묻히며 

9. 태양과 달이 함께 모이는 날1> 

q在分코나今-公 

① 갔딨I도내싯 

® 文드!多M。우혹;구I、!， 

©化;그다^聲必ᅬ05 

® ᄂ디져…앴冬iOJ 

©대必淑되 

©되여多 

©j^ijas 

©더; J由化 

2- 1) 라 : 부정의 “라”가 아니라, 맹세에 대한 강조이다. 

3- 1) 본 절은 암디 이븐 라비아에 관하여 계시된 절로 그가 어느날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찾아와 
말하길，“무함마드여，부활의 날에 관하여 그리고 언제 어떻게 오는지에 관하여 이야기 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때 선지자는 그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여 주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길，” 

내가 그날을 목격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대를 믿지 아니 하리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뼈들올 
다시 모아 부활하느뇨r라고 하자 본 절이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 

사부니，제19권 op. cit, p.75). 

5-1) 이렇듯 인간은 과거에 그랬듯이 동물적 욕망에 탐닉된 나머지 남아 있는 여생의 기간까지도 
부활의 날을 불신하려 하도다. 

9-1) 불신자들에게 옹벌을 내리기 위해 태양과 달이 함께 만난 다음 바다로 사라지는 그때 하나 
님의 가장 큰 응벌이 될 것이라고 r아따」는 말하고 있다(타프씨르 알따브리 113^29). 



제 75 장 끼야마 : 10〜18 1159 mm 
段被聲函目，^^致^^■滿按按1■任由 

10. 은신처가 어디입니까 라고 
그날 인간은 질문하나 

11. 그들에게는 은신처가 없노라 

12. 그날은 주님에게로만 돌아갈 
거처 뿐이라1> 

13. 그날 인간은 그가 앞서 행한 
모든 것과 후에 미루어졌던 모든 
것을 알게 되매1> 

14. 그때 인간은 그가 스스로의 
증인이 되노라1ᅳ 

15. 어떤 변명도 그에게 유용하 
지 않노라1》 

16. 꾸란을 계시 받음에 서둘러 
그대의 혀를 움직이지 말라1》 

17. 하나님이 그것을 모아 그대 
로 하여금 암송케 하리니 

18. 하나님이 그것을 읽은 후에 
그대가 따라 읽으라1> 

幻대述※狀執換 

©多i三3요令士^은冬5 Jl 

© >技;紀 V9흙:此例및 

®，국 ；3고타웨]名} 요용상 

12- 1) 모든 피조물의 최후 거주지는 하나님께로 귀의하며 그분 외에는 은신처도 그리고 피난처도 
없다고 알루씨는 풀이하고 있다(루-흐 알마아-니 140/29). 

13- 1》인간이 살아 있을 때 행하였던 크고 작은 그리고 훌륭하고 비열했던 모든 그의 행위의 결과 
와 죽은 후로 머루어졌던 모든 것들을 그날 인간은 알게 된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 
19권 op. dt, p.76). 

14- 1) 그가 행한 추한 행위의 결과에 대한 증인욘 자기 스스로의 증인만으로 충분하여 다른 중인 
올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날 너희에의 계산욘 네 자신으로 충만 하리라” 이브누 압바쓰는 
“자기 혼자만의 증인으로 충분하다. 그가 들었던 귀가 증언할 것이요，그가 보았던 눈이 중 
언할 것이요，걸어갔던 두 다리가 증언할 것이외 행하였던 손등이 중언할 것이기 때문이 
라”고 덧붙이고 있다<타프씨르 알따브리 115^9). 

15- 1) 그날의 어떠한 변경과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변명도 그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 
면 그날의 중인은 자기 스스로가 중인이 되기 때문이다(알타프씨르 알카비르 222/30). 

16- 1)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계시를 받을 때 다급하여 서둘러 암송하지 말라는 뜻(무함마드 알 
리 알사부니，제19권 op. cit, p.77). 

18-1)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그대 무함마드에게 계시를 읽은 후에만 따라 읽되 천 
사가 계시를 전하고 있을 때는 조용히 경청하되 혀와 입술을 움직이지 말라는 뜻(Ibid 
p.77). 



제75장 끼야마 : 19〜29 1160 i값$정 I交]은 

19. 그런 후 하나님이 그것을 설 
명하여 주리라15 

20. 그러나 너희는 지나가는 현 
세의 삶을 사랑하고 ©5나:必必今! 쑈 女^ 

21. 내세를 게을리 하도다 

1 22. 그날 일부는 그들의 얼굴에 
빛을 발산하며 

@ij歌衣松 

23. 그들의 주님을 향하여 있고 

24. 그날 일부는 그들의 얼굴에 
| 슬픔과 고뇌로 가득차며 

各 M내® : 

25. 그들 위에 얼마의 큰 재앙이 
임박했음을 알게 되도다 

©해切녀뼈 

26. 그때 영혼이 목구멍까지 이 
| 르매1〉 ©히힛냐其다與 

27. 그를 구할 마술사가 누구이 
뇨 라는 소리가 들리니 ©씬항;}法 3 

28. 그는 이별할 시간이라는 것 
j 을1> 확신하고 ©스，，탄 ! 

29. 한 다리가 다른 것에 포개어 
1 져 

S 19-1) 계시의 뜻과 규범을 설명하여 준다는 뜻으로 선지자 무함마드가 계시를 접하고 있었을 때 
j 그 계시를 암송하기 위해 그의 혀와 입술을 움직였을 때(…그대의 혀를 서둘러 움직이지 

말라…)고 계시가 내려졌고 그후 가브리엘 천사가 선지자에게 계시를 전하고 갔을 때 하나 
님께서 약속한대로 읽었으며(부카리와 무슬림 그리고 of흐맏이전함)，“우리가 그것을 모아 

1 그대로 하여금 암송케 하리라”고 계시한 후 다시 44우리(하나님)가 그것을 읽은 후에 그대가 
1 따라 읽으라”고 계시한 후，“우리(하나님)가 그것을 설명하여 주리라”고 계시된 것으로 그 
J 계시의 배열 순서가 묘사되고 있다(Ibid p.77). 

^ 26-1) 죽음에 이르나 “타라끼야”는 가슴의 최고 윗 부분이란 뜻으로 영혼이 목구멍까지 이르렀다 
j 는 것은 죽음이 임박했다는 표현임. S 

, 28-1) 죽음의 천사에 끌리어 세상와 가족과 재물과 이별할 시각. 



제75장 끼 야마 : 30-40 1161 

30. 그날 주님께로 운반되어 가 
1 너 

융 뼈나폐‘)1 

S 31. 그것은 그가 확증하지 아니 
j 하고1》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며 

3己 진리를 거역하고 외면했으몌> 

33. 완전히 기만된 그의 무리를 
아 오만하게 따랐기 때문이라 

©‘具최심‘、5i 다 드5드 

34. 너희에게 재앙이 있으리라 

35. 더하여 너회에게 재앙이 있 
으리라1) 

® 次S 그=4 

36. 아무 목적없이 방황토록 내 
버려 두리라 인간은 생각하느뇨1ᄆ ©나ᄃ요켱:切그分수41 

37. 그는 단지 흘러나온 정액의 
j 한 방울에 불과하지 않느뇨 ©‘녀^^ 文엎左C 

38. 그리하여 응혈이 되매 그분 
은 그를 완전한 형상으로 지으시 

3 그1 

39. 남성과 여성으로 자웅을 두 
j 셨으매 石내^此3次 

40. 그러한 능력을 가진 그분이 
j 죽은 자를 살게 할 수 없단 말이뇨 

® oPi ^ 

| 31-1) 꾸란의 진리를 확증하지 아니하고 j 
1 32-1) 꾸란을 거역하고 믿음을 외면하였으며 ! 

| 35-1) 불신자 아부 자홀과 그밖의 불신자들에에 대한 경고 ᅩ 

36-1) 부활과 심판과 보상이 없을 것이라 불신자들은 생각하느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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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장 인 싼 

메디나에서 계시된 31절로 내세에 관한 것을 주로 다투면서 천국의 

생활 특히 현세에서 믿음을 갖고 의롭게 살았던 자들에 대한 기쁜 소 
식을 전하고 있다. 

본 장은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을 제시하면서 인간으로 하여 
금 경배하도록 하고 청각과 시각과 그 밖의 은혜를 주어 인간을 시험 
하도록 하였다는 계시를 시작으로，천국에서 거주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이 은혜속에서 거주하게 될 행복한 사람 

들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어 하 
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등ᅡ는 신앙 
인들로 묘사하고，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마실 음료수, 입 

을 의상들，그들이 휴식을 취하는 곳 등을 제시한 후 꾸란은 진리를 
따르는 의인들을 위한 교훈임을 마지막으로 제시하면서 본 장을 끝맺 
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본 장이 인간의 창조와 창조되기 까지의 기간 등울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인싼<인간) 또는 다흐르(기^)의 장이라고 불리 

워진 배경 및 이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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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6 장 

자비로우시고 자에로우신 
하나님의 이^으로 

S 1. 인간에 관하여 언급할 만한 
어떤 것도 없었던1》오랜 기간이2》 
흘렀노라 

2. 실로 하나님은 혼합된 한방울 
| 의1> 정액으로써 인간을 창조하사" 

그를 시험하기와 위해서라 그리하 
여 하나님은 인간에게 청각과 시 

；： 력을 부여하고3) 

S 3. 길을 제시하여 주었으되1ᅭ 인 
§ 간이 감사하고 불신하는 것은 그 
| 의 선택이라 

4.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쇠사 
슬과 멍에와 타오르는 불지옥을 

S 준비하였고 

5.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는 그들 
I 이 마실 카푸르가 혼합된 술을1》 

마실 잔을 준비하셨노라 

o소安多 -今 

◦JJ典◎衣상고版&典乳>산쏘 

떠죄冬湖⑷士次劉賊與 

©g화빠^ 

® 想당技|쑈방^。以治;湖他 

1-1》존재하기 전의 무의 시대. 그 기간에는 인간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또한 존재하지도 아니했 
던 기간，이브누 까씨르는 인간의 추함과 허약함으로아무 것도 언급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 
께서 인간을 존재하도록 하였다는 하나님의 소식이라고 풀이하고 있다(무크싸르 如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580/3). 

2) 어머니 태안에 있는 기간이라고 풀이되고 있다(알타프씨르 알카비르 리라-지 235分)). 

2- 1)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혼합된 것 
2) 하나님의 법(샤리아)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베푼 은해에 감사하는 
지 아니면 불신하며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3) 청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시각은 하나님의 예중들을 지켜보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 
이다. 

3- 1) 바론 길과 방황의 길, 선과 악의 길을 알려주었고 또 선지자들과 성서들과 성서들을 보내어 
인간의 지침서가 되도록 하였으나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한 것, 그 은헤에 감사하고 불신하는 
것은 인간의 선택에 있다는 것으로 인간에게는 능력과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도 제시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제19권 op. cit, p.83). 

5-1) 현세에서 의롭게 삶올 영위했던 자들이 내세에서 술을 마시되 그 술은 가장 좋은 것 중의 하 
나로「카푸르ᅱ 가 혼합된 것으로 “카푸르”는 향기가 좋은 것이라고 해설가들욘 풀이하고(타 
프씨르 알꾸르뚜비 123사9), 이브누 압바쓰는 천국에 있는 샘물이「카푸르」라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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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것은1ᅩ 하나님의 종들이2} 마 
실 샘물로 그들이 원하는대로 길 
러오니라 

7. 그들은 약속을1ᅭ 수행하였고 
멀리서 퍼져 다가올 사악한 어떤 

그날을 두려워 했으며 

8.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가 
난한 자와 고아와 포로들에게 먹 
을 음식을 제공하며 

9.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해 여러 
분에게 음식을 제공할 뿐 어떤 보 
상이나 감사도 원치 아니합니다 
라고 말하고 

10. 실로 우리는 주님께서 엄하 
고 크게 노여워 하실 어느 날을 
두려워합니다 라고 하더라 

11.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의 사 
악함으로부터 그들을 구하사 그들 
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실 것이라 

12. 이는 그들이 인내하였기 때 
문으로 그분께서 천국과 명주의 
의상으로1〉그들을 보상하실 것이 
니 

13. 그들은 천국의 높은 안락의 
자에 기대어 작열하는 태양의 열 
사와 추위도 맛보지 아니 하노라 

©W松授如。다必轉 

0 化宅以立세사3化냉在立용 

路於，，해상必典於 i 

©⑫均W版 

섰다따 G의약抄多法必， 
©]^J 

6- 1) 카푸르 
2) 믿음을 갖고 의톱게 살았던 하나님의 종들 

7- 1) 나다르 : 실천하도록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배, 이슬람세, 성지순례 및 자선 
이sj■고 풀이되며(타프씨르 알따브리 129/29)，사위는 하나님께서 이행하도록 의무한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알타프씨르 알카비르 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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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천국의 그늘이 그들 위로 내 
! 려져 있으며 과일들은 그들의 손 
f 이 닿기에 가까운 곳에 있으며 

©起도방및여 賊於冗 

^ 15. 은과 수정으로된 잔들이 그 
] 들 사이를 오가고 

1 ^ 

! 16. 그들은 수정갈은 맑은 은잔 
에 좋을 만큼 따라 마시더라 

통 
©逆起端延초端成抄 : 

17. 잔자빌이1ᅭ 혼합된 술잔이 그 
! 들에게 주어지고 

©莫^!5“유映^多 : 

1 18. 그곳에는 쌀싸빌이라는1ᄉ 우 
j 물이 있으며 

©향‘■피* 

3 19. 그들 주위를 도는 청순한 소 
S 년들을 너희가 보리니 너희는 그들 
1 이 뿌려논 진주들처럼 생각하리라 

^\h 從被은此과있; 

3 20. 너희가 그곳을 볼 때 너희는 
S 그곳에서 축복과 위대한 왕국을 
S 목격하리라 

©|있故切않起延 혹匕能 

21. 그들은 초록색 명주와 두꺼 
1 운 금실로 짠 명주를 걸치고 은팔 
1 찌로 장식을 하고 있으며 주님은 
j 그들로 하여금 성스러운 음료수를 
5 마시게 하더라 

느匕，班과내끄令故와 

® 位후 황1一;고左상多과 (노 

22. 실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보 
i 상으로1> 너희의 노력은 이처럼 보 
| 상되니라 

41핵;仏교取쌌⑶쑈겠 

23. 하나님이 그대에게 단계적으 
로 꾸란을 계시했노라 

©聲必i대 황인其必하 

^ 에 냄새가 향기로운 것. 믿음으로 의롭게 살았던 자들이 천국에서 마시는 우물의 이름이라고 
1 까따다는 말하고 있다(타프씨르 알바흐르 알무히뜨 140/19). 

j 18-1) 천국에 있는 우물 중의 하나로 달콤한 물 

1 器-1) 현세에서 믿음으로 실천하였던 의로운 일들에 대한 보상 
I ^ 

■活^려^深，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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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님의 명령에 인내하고 죄 
인들이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말며1> 

25.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염원 
하고 

26. 밤중에는 그분께 부복하여 
경배하며 긴 밤을 통하여 그분을 
영광되게 하라 

27. 실로 이들은1ᅭ 잠시 지나가는 
현세를 사랑할 뿐 고통스러울 어 
느 날은2> 소홀히 할 뿐이라 

2B.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고 강 
하게 하였으나 하나님이 원할 때 
그들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노라 

29. 실로 이것이 하나의 교훈이 
거늘 원하는 누구든지 주님으 
로 이르는 길을 따르도록 하라 

30. 너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허락없이는 아니 되나니 실로 하나 
님은 아심과 지혜로 충만하시니라 

31.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는 자 
를 그분의 은혜속에 들게 하시나 
사악한 자들을 위해서는 고통스러 
운 응벌을 준비하셨노라 

©IJ향，路雄사; 延고않起炎 

念방31於取P 必6 

® i以잇?넉^; 하후쑈⑶ W 

고; 匕;6;;④있?其玉6;以多51요冬I 

效 此상혁;父; 冷致於 

© 々浴此逸在 p 效와於 必 

6해在抄화必성 US 

썻幻雄少任고yd仏IP 公는단 
©己3仏1쇼그 

24-1) r우뜨바 이븐 라비아」와「왈리드 이븐 무기라」에 관하여 계시된 절로 해설가들은 보고 있 
다. 이들 둘은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찾아와 말하길，“그대는 여성과 계물올 원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것들을 그대에게 충족시켜주리라” 말하였다. 우뜨바는，“나는 나의 딸을 그대에게 
결혼시켜 줄 것이며 지참금도 없이 딸을 데려다 주겠소”라고 말하고 왈리드는，"그대가 원 
하는 것 만큼 재물을 주겠소”라고 하자 이 절이 계시된 것으로 보고 있다<알타프씨르 알카 
비르 258/30, 타프씨르 알꾸르뚜비 147/19, 하쉬야 알싸위 278/4). 

27-1) 불신자들 
2) 부활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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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에서 계시된 50절로 이슬람의 기본 문제들과 내세 그리고 하나 
님의 능력과 유일성 및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역들에 관해서 다 

투고 있다. 

본 장은 각 임무를 맡은 천사들을 두고 맹세하면서 불신자들이 직 
면할 응벌과 멸망이 있을 부활은 의심할 바 없는 진리라는 계시를 시 
작으로，죄인들에게 약속된 응벌의 시각과 산들이 먼지가 되어 휘날 
리고 하늘이 갈라지매 선지xᅡ들이 모이게 되고 천국으로 이르는 의로 

운 자들과 불지옥으로 이르는 죄인들이 구별된다는 이야기를 한 후,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죽은：다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은 의심^ 

바 없는 명백한 능력이며，불신자들에게는 헤어나지 못할 불지옥이 
그들의 주거지가 되나 믿음으로 의로운 일을 실천한 자들은 하나님이 
준비한 여러가지 은혜 속에서 영생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3ᅡ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본 장을 끝맺고 있 
다. 

본 절의 명칭이 무르쌀라트(파견된 것들)라 불리우게 된 동기 및 배 
경은 본장 1절(연이어 보내는 바람을 두고 맹세하자…)에서 언급되고 
있는 무르쌀라트에 기인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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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들이 먼지가 되어 휘날려 
가고 

©과此 

11. 선지자들이 약속된 시간에 
모이게 되는 때 

12. 이것들은 어떤 날을 위하여 
유예되었더뇨u ©피U 쇼抄 

13. 분류하는 그날을1ᅭ 위해서라 

14. 분류하는 그날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에게 설명하여 주리요 

15. 그날은 진리를 거역한 자들 
에게 재앙이 있으리라 ® 팩1冬■一고⑤ 

16.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 
미암아 옛 선조들을1》멸망케 하고 

17. 그들 후에 새로운 세대를1》 
오도록 하게 했으니 

©드^必 t父후짓 

18.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을 
다루니라 必 나^V 公^요1노^ 

19. 그날 진리를 거역한 자들에 
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1> 넜效녀沒 5 

20.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매 
하찮은 정액으로 창조하지 아니했 
더뇨 

1 12-D 선지자들의 모임은 부활의 날까지 유예되었으며(타프씨르 알따브리 143/29), 그 시각에는 그 
들 시대의 증인들이 참석하는 시각이라고 무자히드는 말하고 있다(알타프씨르 알카비르 

1 269/30). 

j 13-D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했던 백성들을 분류하는 그날 

J 16-1) 노아나 아드 그리고 사무드의 백성들 갈은 선조들 

1 17-1) 롯, 슈아이브 및 모세의 새로운 세대들을 두었다. 

J 19-1) 그날은 진리를 거역한 자들에게 재앙이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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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하나님은 그 정액을 안전한 
곳에1> 두었으되 

I 

! 22. 알려진 기간까지라1ᄆ 

23. 하나님은 그렇게 하여 형상 
^ 을 결정하니 가장 아름다운 능력 
S 이시라1> 

24. 그날은 진리를 거역한 자들 
에게 재앙이 있으리라1> 

25. 하나님이 그 대지를 모이는 
곳으로 하지 아니했느뇨” 

26. 이는 산자와 죽은 자들을 위 
해서 라 

27. 그 안에 높은 산들을 두어 
너희에게 마실 달콤한 물을 주지 
않았더뇨 

28. 그날은 진리를 거역한 자들 
에게 재앙이 있으리라 

29. 너희가 거짓이라 했던 그곳 
으로1> 가라는 말이 있을 것이며 

©必抄%여 

4在폐 : 

©면여I述義과 

4\2_幻 

21- 1) 여성의 태내에 

22- 1) 출생할 때까지의 기간 

幻-1) 그러한 하찮은 정액으로 인간을 창조하되 가장 롬다운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는 하나님 
능력의 은혜가 얼마나 훌륭한가? 

24-1)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로서 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듯이 죽은 인간을 다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의심할 바 없는 진리임을 제시하고 있다<하-쉬야 알짜-위 알라 알잘랄라인 

280/4). 

幻-1) 살아 있을 때는 너희가 대지위에 있게 하고 죽어서는 대지 안에 있도록 하지 아니했는가? 
대지의 내부는 죽은 자를 위하여 그리고 대지의 외부는 산 자를 위한 것으로 두었다고「샤 

아비」는 말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까씨르 588/3). 

29-1) 현세에서 믿지 않했던 불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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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세 갈래의 연기가 싸인 그곳 
| 으로 가라 

©나典쑈않 J政必1 

I 31. 그곳은 시원하게 할 그늘도 
화염을 막을 것이 없는 곳이라 ©내16必화，射 :: 

32. 실로 궁궐과 같은 크기의 불 
ᅵ 길이 치솟으니 ©셔必재 

33. 그 불길은 노란 낙타가 뛰는 
； 것과 같노라 

복銳 : 

34. 그날은 진리를 거역한 자들 
5 에게 재앙이 있으리라 

{ 

35. 그날은 그들이 어떤 말도 할 
1 수 없는 날이 될 것이며 
하 

4(逆與，쑈 ! 

36. 그들에게는 어떠한 변명도 
1 허락되지 아니하니 

37. 그날은 진리를 거역한 자들 
{ 에게 재앙이 있으리라 

©(■斜。松; I 

38. 그날은 분류를 하는 날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너희 모두와 너 
희 이전의 모든 자들을 함께 모이 
게 하리니 

© @致九?公“?U성 1 

39. 너희가 계략이나 음모한 것 
이 있다면 나에 대항하여 음모하 
여 보라 

逆》‘우;6》5多。公3 匕浴左용 

40. 그날은 진리를 거역한 자들 
에게 재앙이 있으리라 

©견yjW==싯比성캠义 

41. 그러나 의로운 자들욘 시원 
: 한 그늘과 우물 가운데 있게 될 
E 것이며 

42. 그들은 과실들과 그들이 원 
하는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라 ® (고仏沒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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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너희는 기꺼이 먹고 마시라 
이는 너희가 행한 의로움 때문이라 

44. 이렇듯 하나님은 선을 실천 
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하니라 

45. 그날은 진리를 거역한 자들 
에게 재앙이 있으리니 

46. 오만한 자들이여 너회도 먹 
고 마시라 그러나 순간에 불과하 
나니 이는 너회가 죄인들이기 때 
문이라 

47. 그날은 진리를 거역한 자들 
에게 재앙이 있으리라 

48. 부복하여 경배하라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을 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 했으니 

49. 그날은 진리를 거역한 자들 
에게 재앙이 있으리라 

50. 이 말 이후에1ᅭ 그들은 어떤 
메세지를 믿으려 하느뇨 

©여성■與 

©仏쇠녀 

® Si孝述人수있G 

多災 公요쑈 

® 65⑪5!多交'々、)？多’ ^ 

® 公^; 

© 6多교쇼고i밖낫;장! 

50-1) 이 꾸란 이후에 어떤 말을 믿으려 하느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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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에서 계시된 40절로 부활과 보상 그리고 불신자들이 조롱한 부 
활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본 장이 나바아(소식)장이라 불리워진 등기로 본다{사프와트 타 
파씨르，제20권 p.5). 

본 장은 부활과 보상에 관한 소식을 시작으로 만유의 주님이신 하 
나님 능력에 대 한 예증들을 제시하면서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죽은 
자를 부활 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으며，부활을 언급하면서 
그 시각 그것은 곧 최초에 왔던 것부터 최후에 온 것들을 모아 천국 

으로 인도될 무리와 지옥으로 인도 될 무리를 분류하는 시각임올 말 
하고 있다. 

불신자들을 위해 마련한 지옥과 여러가지 응벌의 형태에 관하여 언 
급하다가 믿음으로 의롭게 생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 다시 
내세에 관해 언급하면서 불신Xᅡ들이 흙으로 돌아 갔으면 하고 바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장은 끝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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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8 장 

자비로우시고 자세로우신 
I: 하나님의 이름으로 Q느홧 t -公 

1. 그들은 무엇에 관하여” 서로 
가 서로에게2> 질문하느뇨 

OO보兵三 

2. 위대한 소식에1> 관하여 질문 
하느뇨 

3. 그것에 관하여 그들은 의견을 
] 달리하나 

ᄉ 4. 실로 그들은 곧 알게 되리라u 

5. 실로 그들은 곧 알게 되리라 炎多 

6. 하나님이1> 대지를 두매2> 넓다 
! 랗게 두셨으며 

(빠)■사마 

7. 산들을 두매 기둥으로 두었고 ©IS 해 3쌨호 

8. 너희를 창조하매 자웅으로 두 
1 셨으며” 

©상화夕ᄄ3 

r 1-1) 안마(Anma)는 ]Vla+An의 축약된 단어로 멈 (Mkn)이 눈(Nun)에 동화되어 알리프의 음가가 
P 생략된 상태이다. 
J 2) 불신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부활에 관하여 질문하면서 조롱하고 비웃기도 하였다. 

2-1) 대단히 중요한 소식인 부활에 관한 소식(알바흐르 알무히뜨 409^ 및 타프씨르 알꾸르뚜비 
J 181/9) 

4-1) 불신자들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부활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 것이 
요 그들이 조롱했던 결과를 맛보게 되리라(사프와트 타프씨르, 제20권 p.6). 

! 61) 6절 부터는 하나님 능력에 대한 예중들로 부활을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인간 
1 을 창조하셨듯이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시는 능력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능력으로 보아 의 
1 심할 바 없다는 것을 예시하여 주고있다. 

2) 대지는 안식처로 거주하도록 하고 모든 일용할 양식을 그곳으로 부터 얻도록 하였으며 

8-1) 인간을 창조하되 남녀를 두고 이들이 결혼하여 자손을 두도록하여 땅을 관리하는 신의 대리 
자가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제 78 장 나바아 : 9-18 1175 

9. 수면을 두매 너희 휴식을 위 
해 두었고1》 

10. 밤을 두매 의상으로 두었으 
며 1》 

11. 낮을 두매 일용할 양식을 얻 
도록 두었노라1》 

12. 하나님은 너희위에 칠천을 
두었으며 

13. 그 안에 찬란한 빛을 두고u 

14. 풍부한 비구름을1> 보내어 

15. 이로 하여 곡식과 채소들을 
생산케 하고 

16. 울창한 정원들이 되도록 하 
지 아니 했더뇨 

17. 실로 분류하는 그날은 정하 
여진 것으로1ᄉ 

18. 나팔이 울리는 그날 너희는 
떼를 지어 앞으로 나오게 되며1> 

©化次획々 

©匕방0，次S 

©往於文?»故S 

호미〔선松街S 

©밖起I以一ᄍ S 

© 조一며5싯닌次Q 양호 

©해낙接 

© Si 

9-1) 잠과 수면은 하던 일을 멈추고 신체의 휴식을 갖도록 하였으며 

10- 1) 의상이 인간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듯 밤을 둔 것은 너희를 감싸 주도록 하였으며(알타 
쓰힐 리울룸 알탄질 i*m) 

11- i) 낮을 두되 일용할 양식올 얻고 필요한 일들을 수행하며 거래와 그 밖의 일들을 이행토록 두 
었으며(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590셔) 

13- 1》태양을 두되 빛과 열을 두어 대지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유용하도록 하였으며 

14- 1) 무으씨라트 : 비가 쏟아지기 직전의 구름. 아스르에서 파생된 단어로 쥬스가 되기 전의 상 
태처럼 무으씨라트는 물로 되어 비가 내리기 전의 상태를 말한다(알타쓰힐 리울룸 알탄질 
173/4). 

17- 1》계산의 날 또는 보상의 날로 이날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하여 한정된 시각이므로 앞서 오지 
도 아니하고 유예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이 원하실 때 오는 날(제요7장 21절, 제36장 59절 
참조). 

18- 1) 이스라펠 천사가 나팔을 불면 무덤에 있던 모든 피조물은 무덤으로 부터 나와 계산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제39장 秘절 참조). 

예» » 나 - gr게-, - 强,V*:，••내—대T, ft-S 父- [ T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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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하늘은 문이 열리는 것처럼 
열리고 

20. 산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지며 

21. 지옥은 기다리고 있으니1》 

22. 사악한 자들을 위한 목적지라 

23. 그들은 그곳에서 영주하니라n 

24. 그들은 그곳에서 시원함도 
맛보지 못할 것이며 마실 음료수 
도 없으며1> 

25. 오직 끓어 오르는 액체와 검 
고 어두운 혹독한 액체 뿐으로1} 

26. 이것이 그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이라 

27. 그들욘 그들의 행위에 대한 
어떤 계산도 두려워 하지 아니하 
고1) 

28.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 
부정하였으매1> 

29.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록보 
관 하시니라 

©하。占改경대 U끗、냐 

©犯應明 

忘빠떼 

1义다6때必“逆 i 

©故保；^松 

©방公^1 緣 雄오 

21-1) 제6장 128절 참조. 

23- 1) 끝이 없이 영원히 계속 영주하는 것(사프와트 타파씨르，제20권 P.8) 

24- 1) 불지옥의 뜨거움을 식힐 찬 것이나 시원한 것도, 그리고 이러한 작열속에서 그들의 갈중을 
식혀줄 음료수도 없으며， 

25- 1) 그 이상 뜨거울 수 없는 최고로 뜨거운 액체와 지옥의 백성들 몸에서 흘러나오는 더러운 상 
처의 고름들 뿐이며， 

27-1) 계산과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올 만난다는 것올 믿지 아니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정하게 보상하리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였다. 

我-1)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예증들과 꾸란의 말씀을 부인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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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그러므로 너희 행위의 결과 
들을 맛보라 응벌 외에는 너희에 
게 더하여주지 아니 하리라 

31.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승리 
한 것이 있나니1> 

32. 천국과 포도들이 있고1》 

33. 나이가 갈은 청순한 배우자 
가 있으몌> 

34. 넘치는 잔이 있도다1ᅭ 

35. 그들은 그곳에서 어떤 무익 
한 대화나 거짓된 말도 듣지 아니 
하며 

36. 주님의 계산에 따라 보상을 

받노라 

37. 하늘과 대지와 그 사이에 있 
는 만물의 주님이신 가장 자비로 
운 하나님께 어느 누구도 그분의 
능력에 견주지 못하리라 

38. 영혼1ᅭ과 천사들이 앞으로 줄 
지어 서는 그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의 허락을 얻어 사실을 말할 자 외 
에는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나니 

©햇^^^接^ 

急)©i: 그參公i 必!， 

©版f여경 

©雄썼與始必名j 

©방느^句以後， 

쇄벼쌘 
急⑶典石炎성 ! 

心쌨없秘하此 松)u接石 
© 항;그여以흑해 幻占같 드戶셋i 

31- 1) 현세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의로움을 실천한 그들에게는 승리의 장소인 축복의 천국이 그들 
의 것이니 

32- 1) 그들이 원하는 모든 종류의 과실들이 있으며 

33- 1) 천국에서 기다리는「히와르 아인』이 있으며，「카와이브j 는「카이브」단어의 복수형태로 가 
숨이 나온 여성이라고 풀이되고 있다(알타쓰힐 리울룸 알탄질 174/4). 

34- 1) 순수한 술로 가득찬 잔. 본 절의「카으쓰」는 술을 의 미한다고 꾸르뚜비는 말하고 있다<타프 
씨르 알꾸르뚜비 181/19). 

38-1) 루흐 :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전한 가브리엘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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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장 나지아트 

메카에서 계시된 46절로 다른 메카 계시들과 내용이 비슷한 이슬람 
기본원리인 유일신사상，메세지와 부활 및 보상을 다루면서 부활의 
날과 상태，및 시각 그리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의로운 자들의 주거 
지와 불신자들의 주거지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본 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는 자들의 영혼을 편안하고 안락 
하게 인도하는 천사와 불신자들의 영혼을 강력하게 끌고 가는 천사 
오h,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피조물의 일들을 운용하는 천사들을 두고 
맹세하는 말씀으로 계시가 시작되어，불신자들, 부활을 조롱하는 자 
들이 부활의 날에 있을 그들의 상태에 관하여 이야기 한 후，스스로 
주님이라 자칭하는 오만 불손한 파라오와 그의 꼽트 백성들을 익사케 

한 이야기，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하여 계략과 음모를 꾸민 메카 불신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 후，불신자들이 조롱했던 부활의 시각에 대 
해 설명을 하면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1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악한 자들의 영혼을 강 
력하게 끌어(나지아트) 천사들을 두고 맹세하사”라는 어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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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9 장 

자비로우시고 자에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讀 
O느必 U-^ 

1. 사악한 자들의 영혼을 강력하 
게 끌어가는 천사들을 두고 맹세 
하사1) 

2. 축복받은 자들의 영혼을 부드 
럽게 인도하는 천사들을 두고 맹 
세하며” 

o定니必、; 

닉녜; 

3.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를 두고 
맹세 하며1> 

나參i 

4. 경주하여 인도하는 천사들을 
두고 맹세하며1》 

5. 하나님의 명령들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두고 맹세하나니1ᅭ 

6. 어느날 동요하게 될 모든 것 
은 크게 동요하고1》 

7. 뒤를 이어 동요가 반복되도다1> 

1- i)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불신자들의 영혼을 가장 무섭게 끌어가는 천사들을 두고 맹세하며 

2- 1) 믿음을 가진 자들의 영혼을 가장 편안하게 인도할 천사들을 두고 맹세하며… 하나님은 인간 
의 영혼을 인도할 천사들을 두고 맹세하사 가장 무섭게 끌어갈 천사와 가장 편안하게 인도 
할 천사를 두고 맹세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까씨르 595신). 

3- 1)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천사，즉 하나님의 명령들을 물에 
서 수영하는 것 같이 수행하는 천사를 두고 맹세하며(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12) 

4- 1) 믿음으로 선을 실천하였던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사들을 두고 맹세하며， 

5- 1)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람，비，온갖 곡식 둥 세상사의 모든 것들을 운용하는 천사들을 두고 
맹세하며 

6- 1) 모든 것을 동요하게 하는 첫번째의 나팔이 부는 날. 

7- 1) 계속하여 두번째 나팔이 울리니 이는 무덤으로 부터 부활시키는 나팔소리이다.「라지파』와 
「라디파』가 있는데 전자가 첫번째 나팔이며 후자가 두번째 나팔로 첫번째 나팔이 울리면 하 
나님의 허락에 따라 모든 것이 완료되고 두번째 나팔이 울릴 경우는 하나남의 허락에 따라 

모든 것0j 살아난다고 풀이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1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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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날의 마음들은 두근거리고1> 

9. 그들의 눈들은 밑으로 쳐져있 
으며 

10. 저희가 실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느뇨 라고1》말하며 

11. 우리가 부패한 뼈들만 남는 
데도 그러하느뇨 

12. 그리하면 그것이 실로 잃은 
귀로가 되리라1ᅭ 말하더라 

13. 그러나 그것은 단 한번이나 
될 것이라 

14. 그때 그들은 심판을 위하여 
깨어나 있지 않느뇨 

15. 모세의 이야기가 그대에게 
이르렀느뇨 

16. 주님께서 성스러운 계곡 뚜 
와로1ᄉ 그를 불러 

17. 파라오에게 가라 실로 그는 
모든 영역욜 벗어난 자이니 

18. 그에게 이르러 죄악으로 부터 

©、우호“i 

©多射 앙入였遠 

© (낫;스左도多，요사0丄 

©必 a，해내년此狀 t 

©接김孔교:비3었 I 스스로를 청결케하고자 하느뇨 

8-1) 부활의 상황을 지켜 본 불신자들의 마음 상태가 묘사되고 있음. 

10-1)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느뇨? 

12- 1) 부활이 진실이라면 우리가 죽어 다시 살아난다면 우리는 불지옥에 있게 되니 더욱 손실이 
아닌가? 

13- 1) 무덤으로 부터 부활을 하는 것은 단 한번의 나팔소리 만으로 수행된다. 

16-1) 시나이 산 아래에 있는 축복 받은 계곡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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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주님 
깨로 인도하여 주리니 당신은 그 
분만을 두려워 하라고 하라 

20. 그래서 모세는 그에게 큰 예 
증을15 보였더라 

21. 그러나 파라오는 그 진리를 
거역하고 오만해 하였으며1> 

22. 등을 돌리고 서둘러 떠나1> 

23. 사람들을 불러 모아 소리쳐 
말하길1} 

24. 내가 가장 높이 있는 너회 
주님이라 하였으니 

25. 하나님은 그에게 내세와 현 
세의 벌을1> 내리셨느니라 

26. 실로 이 안에는 하나님을 두 
려워하는 자들을 위한 교훈이 있 
노라 

27. 너희를 창조하는 것이 더 어 
렵느뇨 아니면 그분이 세우신 하 
늘이겠느뇨니 

쇼써휘成此 

§0쑈如乂핫文그U 

家…句公後 

©cf든도’)I多 

©나光|今^ 

©편必此技 

©계與抄육的겠 

©料_故y 比紀1 했; 

20- 1) 모세가 오만한 파라오에게 찾아가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려 하였으나 파라오가 믿음을 거절 
하자 기적들로써 그 예중을 보였다. 그때 보였던 기적은 지광이가 뱀이 되게 하니 그 뱀이 
기어갔던 기적이었다. 꾸르뚜비는 큰 예증을 기적들로 풀이하고 이브누 압바쓰는 지팡이의 
기적이라고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20^19). 

모세의 기적들에 관해서는 제20장 22-23절，제17장 1아절, 제7장 133절 등 참조. 

21- 1)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진 분명한 기적들을 거역하였다. 

22- 1) 뱀을 본 그는 두려워 서둘러 떠났다. 

23- 1) 마술사들과 군대와 부하들을 불러 모아 

25-1) 제20장, 78-79, 저V7 장. 125-137절 참조. 

27-1) 불신자들에게 경고하는 절로써 하늘을 창조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것은 더 쉬운 것 
이며 하늘과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부활케 하는 것은 더욱 쉬운 일이라. 

그래도 너희 불신자들은 부활을 거역하느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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至述瓦 i比安空::■:深향理安英亞■技손천乂存 S# 

28. 하나님은 하늘을 가장 높이 
두시고 거기에 질서와 온전함을 
두셨노라 

©여려3: 

29. 그분은 밤을 어둡게 두사 빛 
을 두셨노라1》 ©다 f계從내此 

30. 대지를 두시되 넓다랗게 펼 
치시에ᅩ © 셋) 수！逆도 

31. 그곳으로 부터 물과 초목을 
생산케 하셨으며 ©W犯泳대 

32. 산들을 두시되 온전하게 고 
정하셨으니 ©대0鄕 

33. 너희와 가축들에게 유용케 
하기 위해서라 

© 友與必■: 

34. 그러나 대 재앙이1〉다가올 때 @c넜如姑(包 U5次與 

35. 그날은 인간이 행한 것들을 
회상하는 날이며 

36. 지옥이 보는 자 앞에 나타날 
때 ©成^«31 우與 

37. 오만하며 불신하고 

38. 현세의 삶만을 좋아했던 자 
들에게는 

상고 

39. 거주지가 불지옥이 될 것이라 切 1(多;5?여淨 

幻-1) 밤은 어둡게 하고 낮은 빛을 두어 밝게 하였다(사프와트 타파씨르，제20권 p.14). 

30-1) 하늘을 창조하신 후 대지를 넓다랗게 두어 휴식처인 거주지로 하였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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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그러나 주님앞에 서는 것을 
1 두려워하고 저속한 욕망들로부터 
j 자신을 자제하였던 자들에게는 

⑶낫。P해‘多。우;法:쇼法은任i; ’ 

41. 거주지가 천국이 될 것이라 舍 쇠 U>A되년多 

42. 그들은 그때가 언제 있을 것 
이냐고 그대에게 질문하나 

©⑶⑶하a 난외5起 

43.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 그대 
에게 관계되는 일이뇨1》 

®t版^ 

44. 종말은 그대 주님만 아시는 
! 것으로 

45. 그대는 그것을 두려워 하는 
자에게 경고하는 경고자에 불과하 

1 니라* 

1 46. 그것을 보는 날 그들은 저녁 
1 이나 아침시간의 정도 머문 것 같 

이 느껴질 것이라1》 

용여仏•技박射銳 I； 

^ 43-1) 부활은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역이므로 그대 무함마드에게 부활에 관하여 묻는 것은 
1 그대를 조롱하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선지자를 위로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46-1) 부활의 날을 지켜 본 불신자들은 그들이 현세에서 체류했던 기간이 저녁이나 아침 정도의 
한시간 밖엔 체류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느끼게 된다. 이처럼 현세의 무상한 인생은 그날 하 

1 투의 저녁이나 아침시간 정도밖엔 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이브누 까씨르는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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浴i앞 

제80장 아바싸 

메카에서 계시된 42절로 이슬람의 기본원리와 메세지 그리고 하나 

님의 능력에 대한 예증，인간과 식물 등 모든 일용할 양식을 창조한 

홀로 존재하신 유일신 및 부활과 그 양상을 주로 다루고 있다. 

본 장은 장님「압둘라 이븐 움무 마크툼」이 메카 꾸라이쉬 부족들 

을 이슬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설교중에 있는 선지자 무함마드를 찾 

아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가르쳐 준 것을 그에게 알려 달라고 요구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본 장이 시작되고 있다. 

주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오만과 불신, 그리고 이 우주를 창조한 하 

나님 능력에 대한 예증, 인간의 삶이 편안하도록 일용할 양식을 얻는 

길을 쉽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이야기 한 후 

부활과 부활의 양상, 이때 모든 인간은 부활의 두려움으로 말미암 

아 형제도 아내도 친척도 부모도 아랑곳 없다는 듯 도망가는 인간들 
을 묘사하면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1절의 “선지자께서 얼굴을 찌푸리시고(아바싸) 등을 

돌리셨나니”에서 언급된 어휘 “아바싸”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제 80 장 아바싸 : 1〜7 1186 

제 80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선지자께서 눈살을 찌푸렸고 
등을 돌리셨나니1 2 3> 

2. 장님이 그분께 다가와 방해하 
였기 때문이라1> 

3. 그가1> 스스로를 순결케 하려 
하는지를 무엇이 그대로 하여금 
알게 하리요 

4. 그가 교훈을 받고 그대의 교 
훈이 그를 유익하게 할련지도 모 
르니라 

5. 스스로 충만하다 생각하는 자 

隱 
누^■ 

r: 치; : , ..... 

◦▲必1 나今 

6 於;浴 

公체,孤 

©노?沙띠3巧 

6. 그대여 그를 경계하라” 

7. 그가 스스로를 순결케 동V지 <가* 

니한 것은 그대의 책임이 아니라1> 

急 너^4名徒 

©j我 

1- 1) 한 장님이 선지자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영역인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을 때 
얼굴을 찌푸리며 그로부터 둥을 돌렸다. 그 당시 선지자 무함마드는 메카 꾸래이쉬 지도자들 
을 이슬람으로 인도하느라 분주하였다. 
그때 장님「압둘라 이븐 움무 마크룸」이 선지자에게 와 말하길，“하나님의 선지자여! 하나님 
이 당신에게 가르쳐 준 것을 저에게 가르쳐주십시요”라고 하면서 선지자께서 분주하다는 것 
을 알지도 못하고 그 질문을 반복하였다. 그래서 선지자 무함마드는 계속되는 그의 말을 자 
꾸 단절시키는 그에게 얼굴을 찌푸리며 둥을 돌렸을 때 이 계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하여 지 
고 있다<하-쉬야 알짜-위 292/4 및 타프씨르 알꾸르뚜비 210/19乂 

2- 1) 1절 해설 참조. 

3- 1) 장님 

5- 1) 그가 가진 재물만으로 충분하여 하나님과 믿음이 필요치 않다는 자들에게 

6- 1) 경계하고 대적하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 

7- 1) 불신자들이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여 순결케 하지 아니한 것은 그대의 책임이 아니며 또한 
그대가 그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의무도 아니며 단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그대의 책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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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러나 진실로 열망하여 그대 
에게 다가오는 자와^ 

때며 

9.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끼는 자 
에게 

名》 

I 10. 그대가 그를 소홀이 하였으 

매 
©‘)신예용 : 

11. 결코 그래서는 안되나니 그 
: 것이 하나님의 교훈이기 때문이라 

©技技방1染 : 

1 12.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게 그 
로 하여금 교훈을 간직하도록 하 

1 라1》 

©與從 A [ 

13. 그것은 명예톱게 기록되어 
I 있으며】) 

14. 순결하고 성스럽게 그리고 
명예스럽게 @立피삶 i 

15. 서기들의 손들에 의해 기록 
j 되나니1ᅭ 

16. 영광스럽고 고귀한 것이라 

17. 하나님을 불신한 인간들에게 
ᅮ 저주가 있을 것이라 

:: 

18. 그 무엇으로 하나님은 인간 
j 을창조하셨느뇨D 

! _ 

©、닸i，伊화노 ! 

8-1)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고 선을 추구하기 위해 그대에게 다가오는 자들에게는 5 
12-1) 하나님의 종들 중에 원하는 자 있다면 꾸란으로 부터 교훈을 얻어 그것으로 지침서가 되도 S 

I 록 하게 하라 i 
| 13-1) 하나님께 있는 영광스러운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으며 | 

| 15-1) 하나님과 선지자들 사이를 오가며 일을 말은 천사들에 의하여 

18-1)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무엇으로 창조했기에 그들이 오만하고 거만해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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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한방울의 정액으로 인간을 
창조하여 운명을 주었을 뿐이라1> 

20. 그런 후 인간이 출생하기에 
순탄한 길을 두었으며" 

21. 그런 다음에는 인간을 죽게 
하여 무덤으로 향하도록 한 후 

22. 하나님은 뜻이 있을 때1ᄎ 인 
간을 다시 부활하시니라 

23. 실로 인간은 하나님이 명령 
한 것들을 수행치 않노라 

24. 인간으로 하여금 그가 먹는 
음식을 숙고하여 보게 하라 

25. 실로 하나님은 흡족한 비를 
내리게 한 후 

26. 대지를 펼쳐 그곳으로 부터 
식물을 재배케 하여 

27. 그곳에서 곡식들을 성장케 
하며 

28. 포도와 푸른 식물과 

29. 올리브와 종려나무와 

30. 울창한 정원과 

19- 1) 하찮은 한방울의 정액으로 인간을 창조한 후 그가 먹을 양식을 베풀어 그가 살아갈 기간과 
그가 해야할 일들을 부여했다고 이브누 까씨르는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 
누 까씨르 600/3). 

20- 1) 태내에서 일정기간 인간으로 형성된 후 태내에서 세상으로 출산하는데 그 과정을 순탄하게 
하였다.「하싼 바쓰리」는，“두 줄기로부터 나온 인간이 어떻게 오만해하고 거만할 수 있는 
가?”라고 말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216/19). 

22-1)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죽은 자를 다시 부활하여 계산하고 보상한다(타프씨르 알카진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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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과실과 목초가” 있으니 ©，次按 

32. 이 모든 것은 인간과 가축들 
S 을 위한 것이라 

©차된겟맙技 

33. 고막이 터질듯한 소리가 들 
| 릴 때면1) 

@ 성C강 u多方읽과 

34. 그날 인간은 그의 형제들로 
S 부터 도주하나니 

©，쌘故判技技 
::; 
1 

35.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逆》심; 수多; 

36. 그의 아내와 이이들로부터 
1 도주하노라 

J 

S 37. 그날 그들 각자는 타인에게 
i 무관심하며 스스로의 일에만 열중 
J 하노라 

©松4公^接淡患A與 ) 

38. 그날 그들 중의 일부는 얼굴 
| 에 빛이 나며 

39. 웃음짓고 기뻐 할 것이나 

40. 일부는 그날 그들의 얼굴이 
1 먼지로 싸여지며 

41. 어둠이 그를 감싸니라 

42. 그러함이 오만한 불신자들에 
1 게 있을 것이라 

! 

§ 31-1) 압브 : 짐승들이 먹는 풀이라고 꾸르뚜비는 해석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220/19). 

I 33-1) 부활을 알리는 소리 ! 
1 



1190 

제 81 장 터크위르 

메카에서 계시된 29절로 부활의 실제와 계시 및 메세지의 실제 두 
가지를 크게 다루고 있다. 

본 장은 부활의 실제로써 태양과 별，산들과 바다，대지와 하늘，가 
축과 야생동물 및 모든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변화를 제시하는 계시 
로써 시작하고 있다. 

계시의 실제，그 계시를 받은 선지자의 품성，이 계시에 의하여 암 
흑에서 광명으로 불신자들을 구하려 했을 때 이들 불신자들의 양상을 
묘사한 후, 꾸란을 불신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꾸란을 하나님의 종 
들을 위한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묘사하고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본장 1절의 “태양이 은폐(타크위트》되어 그의 빛이 
사라지고…”라는 절에 언급된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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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1 장 

자비로우시고 자에로우신 

하나님의 이^으로 

1. 태양이 은폐되어 그의 빛이 
사라지고 

2. 별들이 빛을 잃고 떨어지며 

3- 산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4. 새끼를 밴지 열달이 된 암낙 
타가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지며 

5. 야생동물이 떼지어 모이고 

6. 바다가 물이 불어 넘쳐흐르며 

7. 영혼들이 유사하게 분리되고” 

f 8. 여아가 산채로 매장되어 질문 
；：； 을 받으니1》 

9■ 어떤 죄악으로 그녀가 살해되 
g 었느뇨n 

I 10. 기록부들이 펼쳐지고1> 
I 

11. 하늘이 그의 베일을 벗을 때” 

Q느짖 1(：요혹多 I 고U-다 

©。衣 u技，5 

® <습5부스j忍J" 갖; 

©타사;想 • 

©성식成 

©《多 川 >U 

© 강分匕smSI; 

7- 1)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사람끼리 천국에서 함께하고 사악한 사람은 사악한 자들끼리 지옥에 
서 함께한다(사프와트 타피씨르，제20권 P.23). 

8- 1) 산채로 매장된 여아에게. 이렇게 된 그녀의 죄악이 무엇이뇨? 라고 질문올 받는다(제16장 
58-59절 참조》, 

9- 1) 마우다트 : 이슬람이전 무지의 시대에 아람사회에서 있었던 일로 일부 아람 사람들이 여아 
를 싫어한 나머지 생매장을 하여 죽인 경우가 있었다. 이에 관하여 부활의 날 그 생매장된 
여아로부터 누가 그렇게 했는지 질문을 받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알타쓰힐 리울룸 181/4). 

10- 1) 인간의 업적이 기록된 기록부가 심판을 받기 위태 펼쳐질 때. 

11- 1) 양가죽이 벗겨지듯 하늘이 제자리를 벗어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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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타오르는 불지옥이 열을 세 
차게 발산하며 

13. 천국이 의로운 자들에게 가 
까이 오고 

14. 그때 모든 영혼은 그가 행한 
것들을 알게 되니라 

15. 실로 내가 지는 별들을 두고 
맹세하사1> 

16. 나타나고 지는 별들을 두고 
맹세 하며 

17. 어둠을 맞이하는 밤을 두고 
맹세하며1> 

18. 빛을 맞이하는 아침을 두고 
맹세 하나니 

19. 실로 이것은 고귀한 사도가 
전한 말씀이라n 

20. 그는1》하나님 권좌 앞에 줄 
지어 서 있는 강한자로 

21. 순종하고 믿음직하노라 

22. 그럼으로 너희의 동반자는 
미친자가 아니몌> 

©名^■ 

내파S 

효)。화 

© 그방 화? 

©유J多 MJ。 

15-1) 낮에는 사라지고 밤에 나타나 빛을 발하는 별들을 두고 맹세하사(타프씨르 알따브리 48/30) 

17-1) 사프와트 타과씨르，제20권 p.24 참조. 

19- 1) 실로 이 꾸란은 하나님의 사도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사프 
와트 타파씨르, 제20권 ix24). 

20- 1) 가브리엘 천사 

22-1) 꾸란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계시되었고 무함마드는 너희 불신자들이 주장하는 미친자 
가 아니며 꾸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강조되고 있다(타프씨르 알카진，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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腦^技^■因5紋街，떼1^强5» 히街15科^해■■경器향8행태MB存留른集任영i해!3번 

23. 그는1》청명한 지평선에 있는 
그를” 보았으되2〉 

24. 그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 
한 지식을 인색하게 보류하고 있 
는 것이 아니며 

幻. 이것은1> 저주받은 사탄의 말 
이 아니매 

26. 너희는 어디로 가려하느뇨1》 

27. 실로 이것은 만인을 위한 메 
세지 이며 

28. 너희 가운데 그 진리를 원하 
는 자 그것을 따르도록 하려 함이 
라 

29. 그러나 만유의 주님이신 주 
님의 뜻이 없이는 너희는 아무 것 
도 할 수 없노라 

©쇄■被; 

® c在욕vS0cH多다 

5(스세私고다 

©⑷보정 

© “니多 

©;技^T典在《y 

23-1) 무함마드 
2) 선지자 무함마드는 태양이 뜨는 동쪽 하늘 제일 높은 곳에 형 체로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를 
보았다. 선지자 무함마드가 가브리엘 천사를 본 것은 히라 동굴에서 계시를 내린 이후의 일 
로 하늘과 대지 사이에서 천사를 보았으며 그때의 형체는 600개의 날개를 갖고 있어 동쪽 
과 서쪽 사이를 막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434/切. 

幻-1) 이 꾸란 또는 너희 불신자들이 밀하는 것처럼 저주받은 사탄의 말이 아니매 

26-1) 무함마드의 말도 아니요，사탄의 말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이 꾸란을 시기하고 또 
는 마술이라 욕되게 했던 너희들은 이제 어디로 가려 하느뇨? 

많I려력法■■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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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장 인피따르 

메카에서 계시된 19절로 “타크위르”장과 내용이 동일한 부활의 날 
에 있을 우주의 변하, 그날에 일어날 사건들 그리고 의로운 자들과 사 
악한 자들의 상태를 다루고 있다. 

본 장은 우주의 변화로써 하늘이 갈라지고 별들이 훌어지며 바다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어 뒤엎어지며 계산되고 보상이 있다는 계시를 

시작으로, 인간의 불신，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 
의 오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 
게 천사들을 보내어 인간의 모든 업적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인간은 두 부류로 분류되니 천국에 들어가 축복가운데서 거주할 의 
로운 자들과 지옥에 들어가 무서운 벌을 받을 사악한 자들에 대하여 
언급한 후, 심판의 날에 있을 보상과 응벌 그리고 그날에는 아무도 유 
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이 있을 것이라는 계시를 마지 
막으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하늘이 갈라지고”(인피따르)에서 언급된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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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2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하늘이 갈라지고” 

2. 별들이 흩어지며 

3. 바다가 열리어 하나가 되고1> 

4. 모든 무덤이 열리어 뒤엎어지 
며1, 

5. 그때 모든 인간은 앞서 있었 
던 것들과 미루었던 것들을 알게 
되 노라1》 

6. 인간들이여 가장 은혜로우신 
주님으로부터 무엇이 너희를 유혹 
했느뇨 

7. 그분께서 너희를 창조하고 형 
상을 만든 후 균형을 주시었고1> 

8. 그분이 원하시는 형태로써1》 
너희를 지으셨으나 

9. 너희는 진리와 심판을 거역하매 

:; £■■■:;i 

0소安多나f소 

6 의安成3방 

과 

©<“부 짓세요， 

®난效했獻 

®答T고砂與와 

©必必 ap 必故소 

0 폐技야必샜致 

©少:、과在棟 0與 

1-1)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늘이 갈라지면서 천사들이 내려온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27). 

3- 1) 모든 바다가 열리고 바닷물이 서로 혼합되어 하나의 바다가 되어 버리며(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27). 

4- 1) 무덤이 열리고 뒤엎어지니 무덤속에 있는 것이 무덤 밖으로 나오고 무덤밖에 있었던 것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며， 

5- 1) 이전에 행하였던 선과 악의 모든 행위의 결과와 미루었던 것으로 그 이후에 행한 것들(타프 
씨르 알따브리 54/30) 

7- 1) 무에서 유를 창조한 후 균형있는 감각기능을 부여하고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드셨다. 

8- 1) “실로 우리(하나님)가 인간을 창조하사 가장 좋은 형상으로 창조하였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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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너희를 감시하는 자들을 두 
었노라1> 

11. 이들은 명예로운 기록자들이 
매1) 

12. 그들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노라 

13. 실로 의로운 자들은 축복속 
에 있게 되나 

14. 사악한 자들은 불지옥에 있 
게 되나니 

15. 그곳은 심판의 날 그들이 들 
어갈 곳으로 

16. 그때 그들은 그곳으로부터 
결코 나갈 수 없노라 

17. 심판의 날이 무엇인지 무엇 
이 그대에게 알려주리요 

18. 심판의 날이 무엇인지 무엇 
이 그대에게 알려주리요 

19. 그날은 누구도 타인에게 효 
용이 없는 날로 그날은 하나님의 
명령만이 있을 뿐이라 

©技， 

©■必“■(보사와 좌호 

©必)니:與생 

©육與우며 

©^gji^wicj 

©。犯%ᄃ요必 仁多 

©次冬# 

10- 1) 인간의 모든 행위를 감시하고 기록하는 천사들이 있다고 꾸르뚜비는 풀이하고 있다(타프씨 
르 알꾸르뚜비 24^19). 

11- 1) 인간이 입으로 말하는 것. 몸으로 행동하는 것.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며 기록 
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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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장 무따피편 

메카에서 계시된 36절로 다른 메카 계시들과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불신자들에 대한 이슬람 선교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다. 

본 장은 공정하게 재판이 있을 내세를 두려워 하지 아니하고 무게 

와 저울의 눈금을 속이는 자들(무따피핀)에 대항하여 투쟁해야 한다 

는 계시로 시작하고 있다. 

내세에 있어서의 불신자들의 고통과 불행，그리고 그들에 대한 보 

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자들을 위해 하나 
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에서의 축복과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 한 후 

불신자들은 현세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았던 자들을 비웃고 조롱 

했으나 내세에서는 그 반대로 그들 불신자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방황하며 불행하게 살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언급하면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무게와 눈금을 속이는 자들(무따피핀)에 대한 경고 

로써 본 장이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와 이유에서「무따피핀」장 

이라 불리워지게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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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3 장 

자비로우시고 자바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저울을 속이는 자들에게 재앙 
이 있을것이라1ᅭ 

2.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받을 때 
저울을 넘치게 하여 받으나 

3. 그들이 사람들에게 줄 때는 
무게를 낮추어서 주노라 

4. 그들은 그들이 부활되리라 생 
각지 않느뇨 

5. 그날은 위대한 날로” 

6. 모든 인간이 만유의 주님앞에 
서는 날이며 

7. 사악한 자들의 기록은 씨진]> 
에 보관되어 있노라 

8. 씨진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 
에게 알려주리요 

9. 그곳에 기록된 기록부가 있노 
라1》 

O느X편 必 U-^ 

6 法I明沒 

5 々其느刺께■成典 

© 必/)보고多英;！^었谷 녀I? 

빠춰占환여 

6 心必새…逆接 

6 올빼4端！與 

於分J效 

1-D 무따피프: 무게와 눈금을 속여 가볍게 하는 자.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메디나에 왔을 때 무게 
와 저울을 속이는 사악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저울을 속이는 자들에게 재앙이 있을지 

니…”라고 계시가 내려졌으며 그 이후로 무게를 제대로 달았다고 풀이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까씨르 613/3). 

5-1) 부활의 날 

7-1) 사악한 자들의 업적에 대한 기록이 보관되는 제일 밑에 있는 좀은 장소(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31). 

9-1) 숫자가 쓰여지면 잊혀지지도 아니하고 지워지지도 아니한 기록부. 

이브누 까씨르는 “짖진”은 씨진에서 파생된 단어로 아주 좀은 곳이라 풀이하고 사악한 자들 
의 귀착점은 지옥의 가장 낮은 곳이며 한번 숫자로 기록되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 더할 수도 
없으며 감소시킬 수도 없다고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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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날에는 불신한 그들에게 
1 재앙이 있을 것이요 ^取接，f 

i ii. 심판의 날을 부정하는 자들 
! 에게도 재앙이 있을 것이라 

® 乂식1조6今^名 d생 j 

' 12.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부정하 
I 지 아니하나 오만한 자들은 영역 
1 을 벗어난 죄인들이라 

j 13-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낭 
j 송될 때 이것은 옛 선조들의 우화 
| 요 라고 말하더라 

© Si | 

14. 그렇지 않노라 그들의 마음 
1 들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노라 빠，0?炎 j 

1 15. 실로 그날 그들은 베일로 가 
5 리워져 바라보지도 못하몌> 

라솬次■ j 

1 16. 그들은 불지옥으로 들어가게 
1 되니 

1 

?； 17. 이것은 너희가 거짓이라 거 
1 역했던 현실이라는 말씀이 있을 
j 것이라 

©(빠뼈“3、향 1 

18.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기록 
은 일린에보관되나니 ☆최있었石刺다起i及^ ： 

19. 일린이 무엇인가를 무엇이 
| 그대에게 설명하여 주리요 

® 6효^신i회5 

20- 그곳에 기록된 기록부가 있 

! ^〔라 
값抄화 ! 

I 15-1) 불신자들은 내세에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1 
3 행한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본다고 샤피는 말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제20권 여我). 1 
| 18-1) 일린 :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축복받은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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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그들 
| 이1> 그것을 증언할 것이니 

22. 의로운 자들은 축복속에 있 
1 게 될 것이며 

23. 그들은 안락 의자에서 바라 
볼 것이라1> 

24. 너희는 그들의 얼굴에서 밝 
은 축복의 빛을 인식할 것이며 

25. 봉인된1ᅭ 순수한 술로써 그들 
의 갈증을 식힐 것이며 

26. 최후의 음료수는 미스크1>가 
될 것이니 그것을2》소망하는 자 
갖게 하리라 

27. 거기에 타쓰님이1> 혼합되어 
지니 

28. 그것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 
는 자들이 마시는 샘물이라 

29. 죄인들은 믿음을 가졌던 자 
들을 비웃어 

30. 그들 옆을 지나갈 때면 눈짓 
으로 조롱하곤 하였고1》 

호 5었나그수5 

©石겠있抄起 

©여•少 

起서安紅!효5。必^와 

나 IS되! 과노 公오<1匕5 ^화 

©소치가‘I노5 

©최^路 

@6파心난:々。I細;쐈쟁他 

©心쇼松々t 接松 

21-1) 천사들 

23-1) 하나님께서 약속한 천국에 있는 모든 종류의 은혜와 축복 

25- 1) 의로운자들 외에는 열 수 없는 봉인된 술. 

26- 1) 미쓰크 : 좋은 향을 풍기는 것으로 제일 마지막에 마시는 음료수 
2) 서둘러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 

27- 1) 축복받은 높은 곳에 있는 우물로 천국의 백성들이 마시는 음료수 

30-1) “아부 자홀”을 비롯한 그밖의 꾸라이쉬 불신자 지도자들에게 계시된 절로 “알리 빈 아비 딸 
립”과 믿음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그들을 지나갔을 때 그들 불신자들은 비웃고 조롱하였다 
(알타쓰힐 리울룸 알탄질 1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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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그들이 무리에게로 돌아왔을 
때는 우쭐 댔노라 

32. 믿는자를 볼 때면 보라 이들 
이 방황한 자들이라 하더라 

33. 그러나 불신자들은 믿는자를 
감시하기 위해 보내어진 자가 아 
니매 

34. 오늘은1ᅭ 믿음을 가전 자들이 
그 불신자들을 조롱하리라 

35. 이들은 안락의자에 앉아 바 
라다 보리라1> 

36. 불신자들은 그들이 행하였던 
대로 보상을 되돌려 받지 않느뇨n 

34-1) 부활의 날 

述-1) 비웃고 조롱했던 불신자들을 쳐다보면서 

© 多\9js^\^s\ 홧홧i호"紅s 

© 혀과；최^，셨 t心 

©성왱與閣效I성必 

36-1) 현세에서는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으나 내세에서는 불신자들이 믿는 자 
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당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34). 



1202 

제 84장 인쉬까고 

메카에서 계시된 效절로 부활의 날에 있을 공포와 이슬람의 기본 
원리롤 다루고 있는데 다른 메카계시들과 같은 내용과 목적을 제시하 

고 있다. 

본 장은 내세에 있을 상황의 일면을 묘사하면서 부활의 시각에 발 
생 할 우주의 변하에 대한 계시를 시작으로，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용 
할 양식을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과 그들 
이 현세에서 행한 선악의 결고ᅡ에 따라 공정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이 
야기 하고 있다. 

꾸란을 부정한 불신자들에게 여러가지 상황의 응벌이 부활의 날에 
있을 것이라는 교훈을 제시한 후 믿음을 거역한 불신^들은 불지옥에 
서 고통스러운 벌을 맛보게 되리라는 경고를 마지막으로 본 장을 끝 
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하늘이 산산히 갈라지니”에서 언급되고 
있는 어휘 “인쉬까끄”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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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4 장 

^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으로 

1. 하늘이 산산히 갈라지고1> 

2. 주님께 순종하며 의무를 다하 
도다1> 

3. 대지가 편편하게 펼쳐지고1》 

4- 그안의 모든 것이 내던져지어 
텅비게 되매1> 

5. 주님께 순종하며 의무를 다하 
도다 

6. 인간들이여 실로 너희가 주님 
을 향해 노력하나니 너회는 그분 
을 만날 것이라1ᅭ 

7. 그의 기록이 오른 손에 있는 
자는1) 

8. 그의 기록이 편안히 계산되니 

:•• /： .：：：*：?- 

■邊 

6 드送，네i 

® 소표개고와5 

©드後段U 幻I; 

©_匕於%J伊多端소여轉도 

©I왜I니쳐피 

1- i) 부활의 상태와 양상을 설명하여 주는 절로싸 하늘이 산산히 갈라진다는 것은 우주질서의 붕 
괴를 가르키며 동시에 부활의 날에 있을 공포를 예시하고 있다(루흐 알마아니 78셔0). 

2- 1) 하나님의 명령에 귀률 기울이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부활의 공포로 말미암아 해야 할 
하나님의 권리를 수행한다. 

3- 1) 산들도 그리고 건물들도 모두가 없어지며 편편하게 되는 상태 

4- 1) 땅속에 있던 죽은 자들과 모든 보석과 광물이 밖으로 던져지며 안에는 텅비게 된다. 꾸르뚜 
비는 땅속에 있는 모든 죽은 자들이 쫓겨나와 텅비게 되는 것은 마치 임신한 여성이 태안에 
있던 것을 내보내는 것과 같으니 부활의 공포도 그렇다고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 
비 2效/19). 

6- 1) 아담의 자손 인간들이 행한 선과 악의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이르러 선의 결과에 대한 보상 
은 선이요 악의 결과에 대한 보상은 악이 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7- 1) 행복한 인간과 불행한 인간으로 분류되면서 그의 업적에 대한 기록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행복한 인간임을 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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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뻐하며 그의 가족으로 돌아 
^ 가노라1> 

10. 그러나 그의 기록이 뒤에 있 
는 자는 ©以遠5^技往보々技나 

11. 죽음을 향하여 소리칠 것이 

i 니 
、: 

12. 그는 타오르는 불지옥으로 
j 들어가니라 © 以—(玉욕; 

13. 실로 그는 그의 무리들과 즐 
^ 거히 방황 했을 뿐1> 

14. 하나님에게로 귀의하리라 생 
I 각지 아니 했노라1> 

15. 그렇지 않노라 실로 주님께 
서는 인간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16. 해질 때의 황혼을1> 두고 맹 
세하사2〉 ©호%내엿 

! 17. 밤과 모여든 모든 것을1ᅭ 두 
!§ 고 맹세하며 

J 18. 완전히 차오른 달을 두고 맹 
세 하나니 

y 9-D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의 기쁨으로 천국에 >나는 자들에게 돌아간다. 

13-1) 현세에서 유희와 오락과 재물과 권력에만 몰두하고 탐닉했을 뿐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 
은 생각지도 아니했으며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었을 뿐이다. 

1 14-1) 주님께로 귀의하지 아니하며 죽은 후에는 부활하지 아니함으로 계산도 보상도 없으니 현세 
에 만족하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오만한 생각이었다. 

} 16-1) 샤파끄 : 해가 진 후 지평선에 나타난 황혼 
； 2》라 : 맹세에 대한 강조 | 

17-1) 마 와싸까 : 밤에는 대지위의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휴식올 취하나 낮에는 모든 피조물이 
제 할일을 찾아 흩어진다. 그래서 낮에 제 할일을 찾아 흩어진 모든 것을 모아 맹세하사 라 : 
는 뜻으로 풀이된다(사프와트 타파씨르，제20권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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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 실로 너희는 한 상황에서 다 
i 른 상황으로1> 옮겨 가니라 

20. 그럼에도 그들이 믿지 아니 
J 하려 한 것은 무슨 일이뇨 ©6次炎， 

1 21. 꾸란이 그들에게 낭송되나 
j 부복하여 경배하지 아니하며 

® (以?起난?、고知#6호상; 

1 22. 오히려 그것을1》거짓이라 불 
j 신하더라 

23.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심 
J 중에 감추고 있는 모든 것을 아시 
1 나니 

©6其與， 

24.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벌이 
1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라 ©必M 우公券 

1 25.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하 
i 는 의로운 자들에게는 단절되지 
| 않는 영원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 1 

| 19-1) 죽은 후에 부활의 단계와 그 부활의 상황으로 옮겨 진다는 뜻(루흐 알마아니 82/30)「알따 
1 브리」는 부활의 날 부활의 여러가지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는 뜻으로 보고 있다(타프씨르 1 

알 꾸르뚜비 80/30). 

( 22-1) 꾸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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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장 부루즈 

메카에서 계시된 22절로 이슬람의 기본원리의 실제를 제시하면서 

함정을 만든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본 원리와 믿음을 제 
시하고 있다. 

본 장은 엄청난 별들의 궤도를 가진 하늘과, 부활의 날 증언할 자들 
을 두고 맹세하는 계시를 시작으로, 

불신자들의 사악한 행위와 믿는 신도들에 대한 학대를 경고하면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벌이 엄청나다는 교훈을 제시한 후 
오만하고 거만했던 파라오가 멸망했던 이야기를 교훈으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별들의 궤도를 둔 하늘을 두고 맹세하사 
에서 언급되고 있는「부루즈」란 어휘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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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우시고 자에^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별들의 궤도를 둔 하늘을 두 
고 맹세하사 

2. 약속된1> 심판의 날을 두고 맹 
세 하며 

3. 증언하는 자들과1> 증언받는 
그들을2〉두고 맹세하며 

4. 함정을1ᅭ 만든 그들에게 저주 
가2》있으리라3》 

5. 그들은 화염올 그곳에 던졌노 
라1) 

6. 그들은 그 화염 옆에 앉아 

7. 그들이 믿는 신도들에게 저지 
를 모든 것을 증언하노라1》 

O사 1旧必 U-今 

6 세》M 오 조三11; 

@숏其冬“4三; 

0 피，어‘券 

2- 1) “하나님 그분 외에는 신이 없나니 그분(하나님)깨서 의심할 바 없는 부활의 날 너희들을 모 
이게 하리라” 

3- 1) 부활의 날 그들의 백성들에 관하여 중언할 선지자 무함마드 및 그밖의 모든 선지자들，“그때 
우리(하나님》가 어떻게 각 움마에 중인을 이르게 할 것인가. 우리(하나님)는 그대를 이들에 

게 한 증인으로 이르게 하느니라”는 절에서 그대는 바로 무함마드 선지자를 가르킨다. 
2) 증언올 받는 모든 공동체. 이 밖에도 “샤히드”와 마슈후드“에 관한 학자들 간에 많은 견해 차 
이를 보이고 있으나 ”무함마드 알리 싸부니“ 교수는 위에 언급한 대로 풀이하고 있다(사프와 
트 타파씨르，제20권 p.40). 

4- 1) 우쿠두드 : 참호처럼 땅속에 길고 넓게 파 놓은 것이라고 꾸르뚜비는 말하고 있다. 

2) 꾸틸라 : 저주하다. 꾸란에 나오는 꾸틸라의 의미는 모두가 저주한다는 뜻으로 이브누 압바 
쓰는 해석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284/19乂 

3) 땅속에 참호를 만들고 그곳에 불을 던져 믿음을 가진 신도들올 괴롭혔던 그들에게 저주가 있 
으리라 

5- 1) 불신자들은 그들이 만든 참호속에 화염을 던져 믿음을 가진 신도들을 불태워 살해하려 하였 
다(타프씨르 아비 알싸우드 252/5 참조〉. 

7-1) 불신자들이 참호를 파고 그 안에서 믿는 신도들을 불태우려 했던 그 사악한 그들의 행위를 
증언한다(사프와트 타파씨르，제20권 p.40). 

본 절은 메카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로써 이들은 이슬람에 귀의하는 자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대하였다. 그래서 함정을 만든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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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들은1> 그들이2> 권능과 찬미 
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학대하였노라 

9. 하늘과 대지의 왕국이 하나님 
께 있으며 그분은 모든 것을 지켜 
보고 계시니라 

10. 실로 믿음을 가진 남성과 여 
성을 학대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지옥의 응벌이 있을 
것이니 그들은 타오르는 불지옥의 
응벌을 맛보리라 

11.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하 
는 의로운 자들에게는 강물이1> 흐 
르는 천국이 있나니 실로 그것이 
위대한 승리라 

12. 실로 그대 주님의 응벌은 엄 
하니라 

13. 그분께서 창시하셨기에 다시 
생명을 주실 수 있노라1》 

14. 그분은 관용과 사랑으로 충 
만하사 

15. 영광의 권좌에 앉아 계시며 

16. 뜻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 
니 라1> 

0^ 넛，起雜소物고與從 

써次^려빼一 
©3“^公낸 

|始성斗別i 法淑與상낸 
©졌Pi산뇌私。^必父;炎 

逆：과내此히A2必致 
©와’故_썻少^ 

©怒抄성피」炎 

©公爲多此 

8-1) 불신자들은 
2) 메카 꾸라이쉬족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들 

11-1) 깨끗하고 순수한 술과 우유와 꿀이 흐르는 강물이라고 따브리는 묘사하고 있다(타프씨르 
알따브리 88신0). 

13-1)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16-1) 원하는 것을 행하시니 그분(하나님)이 행하려 원하시는 것은 어느 것도 방해 될 수 없다고 
꾸르뚜비는 해석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295/19). 



제期장 부루즈 : 17〜22 1209 mm 

17. 군대의 이야기가 그대에게 
i 이르렀느뇨 

©고公하 左“; 고3 

| 18. 파라오와 사무드 군대의 이 
야기라 

©被수> 

! 19. 그런데도 불신자들은 그 진 
1 리를 거역하고 있나니 
r 

20. 하나님은 그들 뒤에서 그들 
| 을포위하시니라 ©살分系^r? 쑈接 

21. 실로 이것이 영광의 꾸란으 
j 至 

22. 보호된 곳에” 보관된 것이라 

「아부 바크르 시디끼」가 죽을 병에 걸려 있을 때, “의사가 진찰하였느뇨?”라는 말이 부 

바크르에게 들려왔다. 그래서 아부 바크르는 "예”하고 대답하였더니，다시，“너에게 무엇이 
라고 말했느뇨?”라는 말이 들려 왔을 때 “실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 

였다고 아부 바크르는 대답하였다(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누까씨르 625/3). 

22-1) 하늘에 있는 완전히 보호된 곳에 보관되여 있는 것으로 꾸란의 한 획이라도 더하거나 감소 
하지 못하며 삭제하거나 대체 할 수 없는 교훈이다{사프와트 타과씨르，제20권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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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장 따리 고 

메카에서 계시된 17절로 이슬람 기본원리에 관계되는 일면을 다루 
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하나님 능력에 대한 예증을 들어 죽은 자를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증하고 있다. 
본 장은 사람들에게 길올 안내하고 그것으로 어두운 육지와 바다에 

서 길을 찾도록 하여 주는 별들이 있는 하늘과 모든 인간을 감시하며 

인간의 선과 악의 행위를 기록하는 천사들을 두고 맹세하는 계시로 
시작하여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 그 인간의 정액으로 인간을 창 

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부활 할 수 있다는 여러가지 
예증을 제시하고 마음속에 감추어진 모든 비밀이 부활의 날 밝혀질 
것이며 그 때는 어떤 구원자도 있을 수 없다는 교훈을 제시한 후 꾸 
란과 선지자 무함마드에 관한 이야기 및 불신자들을 위한 고통스러운 

응벌에 관한 경고를 마지막으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1절의 “하늘과 따리끄를 두고 맹세하사…”에서 언 
급되고 있는 어휘 “따리끄”에서 기인된 것으로 본다. 



제 86장 따리끄 : 1〜8 1211 mm 

제 86 장 

자비^우시고 자매^우신 
하나님의 이^으로 

1. 하늘과 샛별을1》두고 맹세하■사 

2. 샛별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 
에게 설명하여 주리요 

3- 그것은 빛나는 별이라1> 

4. 모든 인간에게는 그를 감시하 
는 자가 있나니1) 

5. 그가 무엇으로부터 창조되었 
는지 생각케 하라 

6. 떨어지는 한 방울의 정액으로 
창조되며 

7. 그 정액은 등뼈와 늑골 사이 
에서1> 나오는 것이라 

8. 이렇듯 하나님은 그 인간을 
부활케 하실 수 있으시며1》 

으아—_::丄:......„.....그.. 

_s■■: ■1^1 농 yj: 
[r* 동^^^톨H巧0 
_ 基^ 

o▲숏갗 1<각양 I고I; 

6 必，; 此계; 

急 떼폐 

©생與。與 

i-i) “따리끄”는 별들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밤에 나타났다가 낮에 사라져 버리기 때문 
이다. 밤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따리끄”라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44). 

3- 1) 태양，달, 별들과 그것들의 운행에 관하여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은 그것들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강조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 본다(루흐 알마아니 97/30). 

4- 1) 인간의 모든 선과 악의 행위의 결과를 기록하는 천사 
모든 인간에게는 보내어져 인간을 감시하는 자가 있다고 이브누 까씨르는 덧붙이고 있다(무 
크타싸르 이브누 까씨르 629/3). 

7- 1) 등뼈와 늑골은 남자와 여자의 몸이 비유되어 묘사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꾸라어휘 해설， 
P.416). 

8- 1) 태초에 무에서 인간을 창조한 후 그 창조된 인간의 정액으로 부터 인간을 창조하도록 하셨 
듯이 죽은 후에도 죽은 자를 다시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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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숨겨진 모든 것들이1} 명백하 
게 드러나는 그날 

©，•必 

10. 인간은 무런 힘도 그리고 
구원자도 없노라 

©公々 인 내다 

11. 비를 보내는1》하늘을 두고 
맹세 사 

12. 식물을 싹트게 하는 대지를 
두고 맹세하나니1> 

13. 실로 이것은1> 선악을 구별하 
는 말씀으로 

©5소간묏싸 

14. 농담욜 위한 것이 아니라 ©必此;切 

15. 음모하는 그들에게 

16. 내가 방책을 세워 두었으니 : 

17. 잠시 불신자들을 그대로 두 
라 얼마후에 그들을 벌하리라 

: 

9-1)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비밀 

1 11-1) 라즈으 : 하늘에서 대지로 계속해서 보내어지는 비(꾸란 어휘해설, p.416). 

| 12-1) 비를 내리는 하늘과 그 비를 받아 모든 식물과 열매를 생산해 내는 대지를 비유하사 정액을 
보내는 아버지와 그 정액을 받아 자손을 번성케 하는 어머니에 비유하고 있다(사프와트 타 

f 파씨르，제20권 p.45). I 
1 13-1) 꾸란 

뇨空!，]■근!"三靈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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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장 아을라 

메카에서 계시된 19절로 하나님 속성의 일면을 다루고 있다. 제일 
위에 존재하시며 능력과 유일성에 대한 예증, 최후의 선지자 무함마 
드에게 계시를 내리어 그것을 암송하기에 쉽게 하였으며，꾸란의 교 
훈은 마음이 살아 있는 사람들이 유용하는 것으로 그들은 곧 행복과 
믿음의 가족들이라는 것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본 장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여야 하며，무에서 유를 창조하사 인 
간을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어 주시고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베 
풀어 주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언급하고 있다. 

꾸란을 계시하여 주신 후 그것을 암기하기에 쉽도록 하였으며 꾸란 
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들로 하여금 복이되고 빛이 되도록 하였다는 
교훈을 제시한 후 모든 죄악으로부터 스스로를 청결케 하고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이들에게는 위대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으I，“가장 위에 계시는 그대 주님의 이름을 영 
광되게 하라”에서 언급되고 있는 어휘「아을라」에서 기인된 것으로 

본다. 

强빼^빼^^^^■，빼深Mg 海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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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7 장 

우시고 자에^우신 
^나님의 이름으로 

1. 가장 위에 계시는 주님의 이 
름을 찬미하라1> 

2. 그분은 인간을 창조하사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으셨으며 

3. 모든 것에 특징을 두사 그것 
으로 유용케 하였으며15 

4. 그분은 목초를 생성케 하시고 

5. 그것을 갈색의 마른 풀로 하 
시도다 

6. 하나님이 그대에게 말씀을 계 
시하니 암기하여 잊지 말라 

7.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외라1》실로 그분은 있는 것과 
숨겨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8. 하나님은 그것이 그대에게 쉽 
도록 하여 주었으니1> 

그 척 ■■ 
느:: 丄iM너■乂: = 

o▲玄히 切巧 

6 (3故백5;부 

©나成S빼 

© 나떠^；화노과? 

公아校此美 

©(多法잇고호匕 

©旧 t피，必:公r此|始쌨I 

©乂公젠교요多; 

1-D 본 절을 읽고 수브하나 람비얄 아을라(가장 위에 계신 나의 주님께 영광이 있으소서)를 말하 
고 하나님의 속성들을 상기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표현이 
라고 하디쓰는 전하고 있다. 

3-1) 가축에는 가축의 기능을 주과 식물에는 식물의 기능을 주며 광물에는 광물의 효용을 주어 
인간으로 하여금 유용하게 하도록 하였다. 모든 피조물과 동물에게 각자가 해야할 일을 결정 
하고 그것들을 유용하도록 인도하였다는 뜻으로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루흐 알마^나니 
104/30 및 알타쓰힐 리울룸 알탄질 193사). 

7- 1) 이 절은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한 기적으로 그는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문맹자 
이었으나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전하여 준 모든 것을 잊지 아니하고 암송하였다. 이것은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가 계시를 읽되 그것을 잊지 아니하니라”라 
고 약속을 하셨다(무크타싸르 이브누 까씨르 630/3). 

8- 1) 가장 쉬운 하늘의 율법 즉 샤리아법으로 하여 주리니 

향병행향‘따^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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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I切와벼^쪽均^gWife任活 j理쁜困街p術^i守的齡^^p谷aKa;ff!?:해活^^^■ I 

9. 그 교훈을 전달하여 듣는 자 
들에게 유익하도록 하라 技호 

10.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자들 
은 그 교훈을 받아들일 것이며 ©화松 

11. 불행한 불신자들은 그것을 
회피하니 

12. 큰 불지옥으로 들어가1》 

13. 그곳에서 죽지도 아니하고 
살지도 못하리라1》 

14. 그러나 스스로를 청결케 한 
자" 번성하리니 

15.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기 
도하라 

16. 그래도 너희가 현세의 삶을 
좋아하나 

17. 내세가 더 좋으며 영원하니 

18. 실로 이것은 옛 성서에도 계 
시되어 있으며 

19. 아브라함과 모세의 성서에도1》 
그러하니라 

©W終， 

® 꿎 jJI 항고I 도);今多〔요 

接Hjiaia 

©少爲與收公 

12- 1) 큰불은 최후의 불지옥 즉 내세의 불지옥이며 작은 불은 현세의 불이라고 하싼은 말하고 있 
다(알바흐르 알무히뜨 459/8). 

13- 1〉죽지도 아니하니 쉬지도 못하며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응벌속에서 있게 된다(사프와트 타파 
씨르，제20권 p.48). 

19-1) 모세의 수호프는 구약성서(타우라)가 아니라 10편의 수흐프로 모두가 이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부 다르가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질문하길，“모세의 수호프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것 모두는 이브리어로 되어 있도다”라고 선지자께서 대답하였다(사프와트 타 
파씨르，제20권 p.48). 

圖繼顯^]隨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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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장 가 쉬 야 

메카에서 계시된 26절로 부활의 양상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불신자 
들이 직면할 고통과 응벌 그리고 믿음으로 선을 실천한 의로운 자들 
이 만끽하게 될 행복과 축복을 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장은 부활의 날에 있을 재앙에 관한 소식을 시작으로 낙타와 하 
늘과 산들과 대지를 창조하시되 각자는 하나님이 베푸신 기능에 따라 
운행하니 만유의 주님으로써，그리고 창조의 능력과 어느 무엇도 그 

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예증을 제시한 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 귀의하여 그 인간이 행한 선악의 업적에 
따라 계산을 받는다는 계시를 마지막으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청은 제1절의 저항 할 수 없는 재앙의 소식이 그대에게 
이르렀느뇨? 에서 언급된「가쉬야」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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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8 장 

ᄌ^Jl 로우시고 우신 

하나님의 이^으로 

■; 
巧 nnn■로 ;호트:; 

WML 
r 强■，쭌强 
:.. . 느긴•” •시:스노:스三::그니: 

◦▲玄타 (삶々M>i) 

1. 저항할 수 없는 재앙의 소식 
이 그대에게 이르렀느뇨1》 

6 빼起、一새於 

2. 그날 굴욕을 맛볼 얼굴들이 
있나니 

3. 심한 노동으로 지친 상태에서1》 

4. 그들이 불지옥으로 들어가니1》 
©삶획p 

5. 끓고 있는 화염의 물을 마시 
게 되도다 

6. 모진 가시 외에는 그들을 위 
한 음식도 없으니1〉 

7. 영양이 없어 굶주림에 무익할 
뿐이라 公 浴乂노쇼笑또’(노상 

8. 그러나 그날 기쁨을 만끽할 
얼굴들이 있나니 

W K . '9산，” 
公4^接#Ji 沙산 

9. 그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기뻐 
하며1) 

i-i) 가쉬야: 공포와 재앙이 모든 인간을 에워싸는 부활，공포와 재앙이 모든 피조물을 에워싼다 
는 뜻에서 가쉬야라 부르게 되었다고 해설가들은 말하고 있다. 

3- 1) 쇠사슬을 끌고 불지옥으로 갈때의 고통과 노동 

4- 1) 우마르 이븐 카탑이 샴지에 왔을 때 나이가 많고 얼굴이 새까만 한 장로가 우마르에게 왔다. 
그 사람을 본 우마르는 울어버렸다. 이때, “믿는 사람들의 지도자여! 무엇이 그대를 울리느 
뇨? 그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들려왔다. 이때 우마르는, “심한 노동으로 지친상태에서 불 
지옥으로 들어가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그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바라서 울 
었소“라고 대답하였다<무크타싸르 이브누 까씨르 效있3). 

6-1) 다리으 : 가시가 많은 식물로 꾸라이쉬 족은 그것을 “샤브리끄”라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가 
장 불결하고 가장 불쾌한 음식을 가르킨다(무크타싸르 이브누 까씨르 效^3). 불지옥에 들어 
가는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음식은 다리의 자꿈 그리고 기씰린 등이 있을 뿐이다. 

9-1) 현세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선올 실천하였던 의로운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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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높이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매 ©강^^U 
11. 그들은 무익한 말한마디 듣 

지 아니하며1> 
©_펴 

1之 그곳에는 호로는 샘물이 있고 ©빌^2士다 

13. 높은 곳에 있는 안락 의자에 
앉으니1> 

金松射나松, 

14. 이미 준비된 잔들이 있노라 

15. 안락한 베개들이 줄지어 있고 fj ᄊ 

16. 화려한 융단이 펼쳐져 있노라 

17. 낙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들은 숙고하지 않느뇨 

©와雄생版越紙 

18. 하늘은 어떻게 높이 올려졌 
으며 

©必;逆此계此 

19. 산들은 어떻게 고정되었고 외 a與此 
20. 대지는 어떻게 펼쳐졌는가를 
숙고하지 않느뇨 

© 占와么三客。系홧 ji; 

21. 경고하라 실로 그대는 경고 
자일 뿐으로 

22. 인간을 감독하며 강요하는 
자가 아니라1> 

11-1)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떤 말이나 허황된 어떤 말도 듣지 아니한다고 이브누 압바쓰는 말하 
고 있다{타파씨르 알따브리 104/30). 

13-1) 하나님께 순종했던 자들이 그 의자에 앉으려 원할때는 그 의자는 그에게 순종한다<무크타 
싸르 이브누 까씨르 632^3). 

22-1) 인간을 감독 지휘하고 믿음을 강요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되 믿음을 갖 
고 선을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써，믿음을 불신한 죄 
인들에게는 불지옥의 응벌올 경고하는 경고자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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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장 파즈르 

메카에서 계시된 30절로 다음 세가지 사항을 주로 다루고 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역한 백성들一아■드, 사무드 그리고 파라오 
백성一에 관한 이야기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여러가 
지의 응벌을 내려 멸망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나님은 현세에 사는 인간들을 시험하사 때로는 은혜와 영광을 베 

풀어 감사하도록 시험하고 때로는 여러가지 시련을 주어 그들로 하여 

금 인내하며 하나님께 구원하도록 시험하신다는 교훈을 제시한 후 
내세와 그 양상，부활의 날 행복할 인간과 불행하게 될 인간을 구별 

하는 계시를 마지막으로 본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1절의 “새벽의 여명기를 두고 맹세하사”에서 언급 
된「파즈르」의 어휘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I 因致抵Mg■均函■，被【■位在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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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9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새벽의 여명기를 두고 맹세하 
사 

2. 열흘 동안의 밤을 두고 맹세 
하몌> 

3. 짝수와 홀수를 두고 맹세하며1> 

4. 사라지는 밤을 두고 맹세하니 

5. 실로 그 안에는 이해하는 자 
들을 위한 예증이 있노라 

6. 주님께서 아드 백성에 행한 
이야기와1> 

7. 높은 빌딩을 소유한 이람의 
백성에 관한 얘기를 아느뇨1》 

8. 그와 같은 힘센 백성이 대지 
위에서 창조된 적이 없었노라1》 

Q소安것 I (以욋 I고 U-公 

선워 I; 

©겨남L 

©A 藏於쑈抄f 

S 在Id 必妙 

2- 1) 하지달 1일부터 시작되는 10일간의 밤은 축복받은 밤으로 성지순례의 예식올 행하는 기간이 
다(사프와트 타파씨르，제20권 P.55).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의로운 날 가운데 이날들이 있 
나니 하지 달 열흘이라(부카리)” 

3- 1) 홀로 있는 것과 자웅으로 있는 것이 있나니 창조주와 피조물이라. 모든 피조물은 암컷과 수 
컷 그리고 음과 양의 짝으로 되어 있으나 창조주 하나님만을 홀로 존재하신다(사프와트 타 
파씨르，제20권 p.55). 

6- 1) 제7장 枝절 참조 

7- 1) 오만과 하드라 마우트 사이에서 거주했던 백성 

8- 1) 메카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로써 그들 백성처럼 강했던 그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써 멸망케 되었는데 하물며 허약한 메카 불신자들올 멸망케 하기란 말할 필요도 없이 쉽다 
는 것이다. 아드 백성들에게 선지자 후드를 보냈으나 이들 백성들이 거역하여 오만하였으므 
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케 하여 후 세대를 위한 교훈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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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의 바위로 계곡에 집을 세 
k 운 무드 백성의 이야기와1》 

10. 강한 군대를1> 가진 오만한 
파라오의 이야기를 아느뇨 

11. 실로 이들 모두는” 도읍에서 
죄악을 낳고 

© /니、방;七조고 i 

12. 그곳에서 해악을 더해만 갔 
1 으니 

13- 주님께서 그들 위에 여러가 
! 지의 응벌을1> 내렸노라 

® 님1고 

14. 실로 그대 주님은 항상 감시 
하고 계시니라… 

15. 주님께서 인간을 시험삼아 
명예와 은혜를 베풀면 이것은 주 
깨서 내게 영광을 주시었노라 하 

| 더라 

궁⑵; 대썻떠빼 (it체四s 

16. 그분께서 일용할 양식을 감 
J 소하실 때면 주께서 나를 처량하 

게 만드시도다 말하고 있으나1ᅳ 

技^"多^)巧 iisjuis!松：; 

^ ©^1 ; 

S 9-1) 최초로 돌을 빚어 집을 지은 부족이 사무드 부족으로써 이들은 돌을 다둠어 그들의 집을 지 
었는데 1700개의 도읍을 모두 돌로써 그 고을 계곡에 지었다고 전하여 지고 있다<타파씨르 

3 알꾸르뚜비 4E/19, 알바흐르 알무히뜨 47公名》. 

10-1) 많은 군대와 필요한 군수품이 풍성하여 힘이 강한 것을 우따드《기둥들)로 표현하고 있다 
j 고 아부 싸우드는 말하고 있다<타파씨르 아비 알싸우-드 26公6). 

[• 11-1) 아드, 사무드 및 파라오와 그의 백성들 

13-1) 아드 백성은 강한 폭풍으로써，사무드 백성은 광음으로써, 파라오 백성은 그의 군대를 익사 
케 하여 멸망케 했다. 

14-1) 미르싸드 : 관측하는 곳，관측소란 언어적 뜻을 갖고 있으나 본절의 의미는 모든 인간의 행 
위와 업적을 감시하고 계심으로 메카 불신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 

；1 경고이다<알타쓰힐 리울룸 알탄질 197/4). | 

16-1)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는 그들의 능력과 행운 
； 으로 얻은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의로운 자들은 그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타파씨르 알꾸르뚜비 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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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그렇지 아니함이라 너희는 
! 고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했 
J 으며 

18.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제 
1 공함에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지 

아니 하며 

19. 오히려 너희는 욕심올 내어 
1 그들의 유산을 삼키고 

©四炎 U肉《넜與s 

20. 오만하게 재물만을 사랑하였 
j 노라 

©^3Uli6^ : 

21. 그러나 대지가 산산조각이 
되고1》 述: 

22. 주님이 임하시고 그분의 천 
3 사들이 줄지어 나올 때 

23. 그날은 지옥이 나타나니라 
그날 인간은 그의 업적을 상기하 
나 그의 회고가1》어떻게 그를 유 

! 익하게 하겠느뇨 

소그 : 

@(^=>찾1샀分5 :: 

24. 그때야 인간은 내 미래의 생 
i 을 위하여 선행을 했어야 했는데 
라고 한탄하여 말하나 

25. 그날은 어느 누구도 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벌만이 있을 것 

이라 

@ U 句^^4名夕나多 、 

26.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분의 속박이 있으리라 舍必接 £ 

27. 의로운 영혼들에게는 영혼들 ©향功 j빼染 : 

| 21-1) 지진으로 모든 건물이 파괴되어 사라질 때(타프씨르 잘랄라인 318/4) 

23-1) 현세에서 인간이 행하였던 그의 모든 업적을 회고하고 회개하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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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장 발라드 

메카에서 계시된 20절로 다른 메카 계시들과 같은 내용과 목적, 즉 
이슬람의 기본 이념과 믿음의 근원 그리고 계산과 보상에 대한 믿음， 
의로운 자들과 불신자들에 대한 교훈을 다루고 있다. 

본 장은 메카를 두고 맹세하는 계시를 시작으로 그곳은 선지자의 
주거지와 주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안전한 곳으로 이곳에 거주하는 선 

지자를 박해하는 불신자들을 경고하고 있다. 

메카 불신가ᅡ들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진리를 거역하고 선지자 무함 
마드를 욕되게 하여 선지자에 대항하기 위해 재산을 탕진한 불신자들 
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바친 재물이 하나님의 응벌을 막아 줄 것이 
라 생각한 불신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음, 

부활의 양상과 내세에 대한 믿음으로 실천한 선행 외에는 인간의 
어떤 것도 수락되지 아니하니 부활의 날에는 믿는 자와 불신자 두 부 
류로 나누어지며 전자는 천국에 들어갈 행복한 자들이요 후자는 불지 

옥으로 들어가게 될 불행한 자들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장을 끝 
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이 도읍을 두고 맹세하사”에서 언급되고 
있는「발라드」어휘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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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0 장 

^비로우시고 자에로우신 
하나님의 이^으로 

1. 이 도읍을1> 두고 맹세하사 

2. 그대는 이 도읍의 자유로운 
거주인이라1> 

，，■臺‘ 

©괘긌4切 

泰⑷"도갗5公。; 

3. 선조와 자손을 두고 맹세하사15 

4. 실로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 
금 노력과 시련속에서 살도록 창 
조하였나니1> 

©此※版 

6 分從例«班셨 

5. 어느 누구도 불신자를 제압할 
수 없다고 생각 하느뇨d 

6. 실로 나는 많온 재산을 탕진 
하였습니다1> 라고 불신자는 말할 
것이라 

6셌#■화:f 

©I 功이;i效地安 

7. 어느 누구도 그를 지켜보지 
아니한다고 불신자는 생각하느뇨1> 

©切技分대대 

1- 1) 성역인 메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요람지로 하여 두사 안전한 성역으로 하였으니 하늘과 
대지를 창조한 이후부터라<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60). 

2- 1) 축복받온 메카의 성역에 거주하는 축복받은 그곳의 주민이라는 뜻으로 알바위돠위는 풀이하 
고 있다(66(ᆻ3). 

3- 1) 인류의 아버지인 아담과 의로운 그의 자손들. 무자히드는 아담과 아담 이후 모든 후예들이라 
고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한편 카진은 아담과 그리고 
아담의 후예 중 예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타프씨르 알카-진 248/4). 

4- 1) 여러가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노력하며 살도록 창조했으니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며 젖을 
먹이는 일，일상생활의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노동을 하는 일, 그리고 죽는 것 둥(타프씨 
르 알키-진 248/4). 본 절은 메카 불신자들의 박해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던 선지자 무함마드 
에게 계시된 절로 아부 싸우드는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아비 알싸우드 26分5). 

5- 1) 그들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볼신자들을 제압 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뇨? 

6- 1)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항하여 많온 재산을 바쳤다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거만하게 말할 것 
이라 

7- 1)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항하여 그의 재산을 탕진한 행위들올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리라 생각 
하느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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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나님이 그에게 두 눈을 주 
지 아니 했더뇨 

9. 하나의 혀와 두 입술을1> 주지 
아니 했더뇨 

10. 하나님은 그에게 두 길을1> 
설명하였노라 

11. 그는 힘든 길에서 수고하려 
아니 하느뇨u 

1之 그 힘든 길이 무엇인지 무엇 
이 그대에게 설명하여 주리요 

13. 그것은 노예를 해방시켜 주 
는 일이요 

14.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베푸 
는 것이며 

15. 친척의 고아들과 

16. 먼지 투성이가 된 가난한 자 
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라 

17. 그런 후 믿음으로 서로가 서 
로에게 인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18. 이들만이 우편에 있는 동료 
들이 라1> 

©최빼 

© 려 a與; 

與끄놘 U一後 與I 述과뇨與多 

9-1) 음식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며 또한 소리를 내는데 유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 
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푼 은혜에 감사하도록 한 것이다(타프씨르 알카-진 
249/4). 1 - 

10- 1) 선과 악의 길，인도와 방황의 길, 행복과 불행의 길 

11- 1) 그는 선과 의로운 일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지 아니하려는가?(꾸란 어휘해설，P.422) 

18-1) 천국에 돌어갈 의로운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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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 장 삼 쓰 

메카에서 계시된 15절로 선과 악, 복음과 방황으로써 인간을 시험 
하는 것과 예언자 살레가 경고로서 암낙타를 살해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를 거역하여 그들이 멸망했던 이야기로써 진리를 거역한 불신자들 
에게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 가운데서 일곱가지를 들어 맹세하고 
있다. 태양과 그것의 빛，달，방, 낮, 하늘，대지 그리고 인간을 들어 하 

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외에는 어느 신도 존재하지 아니 한다는 하나 
님의 유일성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승리한 자요 
거역한 자는 실패한 자라는 것을 시작으로 예언자 살레를 거역한 사 
무드 백성에 관한 이야기로써 하나님께서 예언자 살레로 하여금 기적 
을 낳게 하여 암낙타를 만들어 불신자들을 위한 하나의 예증이 되도 
록 하였으나 불신자들은 그 예증을 거역하였으니 하나님은 그들의 죄 
악으로 인하여 그들을 멸망케 하였다는 교훈을 마지막으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으I，“태양과 그 빛을 두고 맹세하>나”에서 언급 
된「삼쓰」란 어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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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身 I 切양냐 W" 

1. 태양과 그 빛을 두고 맹세하 
사 

① 나녜; 

2. 그 뒤를 이은 달을 두고 맹세 
하며，》 

© 어si與; 

3. 태양의 영광을 보여주는 낮을 
두고 맹세하며 

호々데나해 S 

4. 그것을 숨기는 밤을 두고 맹 
세하며 

5. 하늘과 그것을 세운 주님을D 
두고 맹세하사 

6. 대지와 그것을 펼쳐 놓으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며 

7. 인간과 그것을 창조한 주님을 
두고 맹세하사 

8.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이해하 
도록 하셨나니1ᅮ 

9. 스스로를 순결하게 하는 자가” 

승리자이며 
© 切5져法 

2-1) 빛과 열을 발산하는 태양과 그 빛을 반사하는 달을 두어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크게 유용케 
하였다(하쉬야 알싸위 알라 알잘랄라인 323/4). 

5-1) 마(Ma) : 관계 대명사로써 만(Man)을 의미한다. 즉 하늘과 그 하늘을 기둥도 없이 세우신 만 
유의 주 하나님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64). 

8- 1) 1절에서 17절까지 언급된 태양，달, 밤，낮, 하늘，대지 그리고 인간 등 일곱가지 요소는 곧 
하나님의 능력과 홀로 존재하심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9- 1)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스스로의 영혼올 정화하고 모든 죄악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여 
스스로를 청결케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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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스스로를 불결하게 하는 자 
; 실패한 자라 

© 나；스技혹 

11- 사무드 백성은 그들의 오만 

; 으로 예언자를 거역하였으매 
©比때分도浴 

12. 그들 중 가장 사악한 자가 
' 일어섰을 때1> 

죄폐 혹 

13.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하길 
그것은 하나님의 암낙타이니 그것 

3 이 물을 마시매 방해하지 말라 하 
였으나 

©⑷知않此3必씼0松 

14. 그들은 그를1〉거역한 후 그 
암낙타를 살해하였으니 그 죄악으 
로 인하여 주님은 그들을 멸망케 
하사_ 구별없이 완전 멸망케 하셨 

{； :노라 

\ 

:: 15. 실로 그분은 그 결과에 대하 
여 조금도 염려하지 아니 하시니라 

| 12-1) 예언자 살레는 하나의 예증 내지는 상징 또는 하나의 시험으로써 암낙타를 만들어, “하나님 | 

I 의 이 암낙타가 너희를 위한 하나의 예중이라. 그러므로 그 낙E]■로 하육금 하나낱의 대지 1 
S 위에서 풀을 뜯어 먹은 후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무서운 벌을 
I 받으리라!(제17장 73절 참조)고 말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암낙타를 살해하려 음모를 
1 꾸며 그들 가운데 가장 사악한 자「까다르 이븐 쌀리프」를 보내어 사악한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사프와트 타파씨르，제20권 p.91). !! 

1 13-1) 예언자 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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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에서 계시된 21절로 인간의 노력에 의한 인생 그리고 최후에는 
축복받은 천국이거나 아니면 저주받은 지옥이 최후의 삶이 된다는 것 
을 언급하고 있다. 

본 장은 어두워지는 방과 빛을 비추이는 낮과 그리고 남녀를 창조 
하고 모든 것에 자웅을 두어 창조하신 주님에 대한 맹세를 시작으로， 

행복의 길과 불행의 길, 의로운 것과 불신，천국의 백성들과 지옥의 
백성들에 관하여 이야기 한 후 재물을 사용하되 하나님께 거역하여 
사용하는 사용하는 재물은 부활의 날 그에게는 아무런 유용함도 주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후 메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벌과 응벌을 경고하면서 하나님 

의 말씀과 그분의 선지자를 거역한 자에게는 타오르는 불지옥의 응벌 
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 한 후 
믿는 사람들의 모범 즉 재산을 사용하되 선을 위하여 사용하며 스 

스로를 정화하는 이 모범은 하나님의 벌에서 제외된다는 교훈을 제시 
하면서 종이었던「빌랄」을 해방시켜준「아부 바크르 시디끼」의 모범 
을 예로 들면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으I，“어두어지는 방을 두고 맹세하•사•”에서 언 

급된「라일」의 어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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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우시고 자에로우신 
하나님의 이^으로 

1. 어두워지는 밤을 두고 맹세하사■ 

2- 빛을 비추이는 낮을 두고 맹 
세 하며 

Q느홧 k公巧 

6 쎄 c與 

急與 ■«; 

3. 남녀를 창조하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나니 

4. 실로 너희들의 행위는 여러가 
지라 

5. 자선을 베풀고 두려워 하며1> 

6. 진리를 증언하는 자를 위해1> 

7. 하나님은 그가 축복으로 가는 
길을 쉽게 하여 주시노라 

8. 그러나 인색하고 자기자신이 
충만하다고 생각하며 

9. 진리를 거역하는자1> 

10. 하나님은 그가 불행으로 가 
는 길을 쉽게 하리니 

11. 그가 지옥으로 향할 때는 그 
의 재산이 그를 유익하게 못하니라 

®C妙/多收政 

©네災述 

必 c左!폐그“匕 

接I 的杖졌版 

5- 1) 하나님께서 자선을 베풀라 명령한 대로 자선을 베풀며 모든 일 하나 하나에 하나님을 두려 
워 하는 것(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分松신). 

6- 1) 믿음으로 의로운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한 천국을 확증하는 것. 

9-1) 천국을 거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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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이라 

13. 내세와 현세도 그분께 있노라 

14. 그러므로 내가1》너희에게 격 
렬하게 타오르는 불지옥을 경고하 
나니 

15. 가장 불행한 자들만이 그곳 
에 이르게 되니라 

16. 그는 바로 진리를 거역하고 
외면하는 자라 

17.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는 그곳으로부터 제외 되거늘 

18. 이들은 그들의 재산을 바치 
며 스스로를 순결케 하사 

19. 그가 베푼 은혜에 대한 보상 
을 그의 마음속에 갖지 아니하고1》 

20. 오직 가장 위에 계시는 주님 
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 
진 자들로 

21. 이들은 곧 완전한 기쁨을 누 
리게 되리라 

•꽤예 

® J玉s 多고아과도? 

141) 하나님 

이 절은 o}부 바크르 시디끼에 관하여 계시된 절로 전하여지고 있다.「빌랄」은「움미야 이 
븐 칼라프」의 노예였다. 그런데 빌랄이 이슬람에 귀의하였다고 하여 주인은 빌랄올 박해하 
기 시작하였는데 가장 뜨거운 대낮에 밖으로 쫓아내어 메카 바뜨하 지역에서 둥을 땅에 대 
고 얼굴은 하늘로 향하게 하여 뜨거운 열사에 시달리게 하는가 하면 큰 바위를 가슴에 놓 
고서 “이러한 벌올 네가 죽을때까지 아니면 무함마드를 불신할 때까지 계속되리라”하였다. 

이려한 상태에 있던 빌랄은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라고 말을 하였다. 이때 이부 바크 
르 시디끼가 그 옆올 지나가게 되었는데 불신자들은 그때까지도 그에게 그러한 박해를 하 
고 있었다. 이때 부 바크르는 주인 우미야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두렵지 아니하오r라고 
하자 그는 “당신이 보다시피 당신이 그로 하여금 나에게 피해를 주도록 하였소”라고 하자 
아부 바크르는 빌랄을 사서 그를 해방시켜 주었다. 이에 불신자들이 말하길，“실로 아부 바 
크르가 빌랄을 해방시킨 것은 그에게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하자 본 절이 계시된 것으로 
전하여 지고 있다<하쉬야 알싸위 알라 알잘랄라인 326/4 또는 타프씨르 알카-진 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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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장 두 하 

메카에서 계시된 시절로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현세와 내세에서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 은 
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장은 아침과 저녁을 둘어 하나님의 능력을 제시하는 계시로 시 
작하여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베푼 은혜를 얘기하고 있다. 고아였던 
그에게 보호자를 두어 살피게 하고，가난했던 그롤 부유하게 하였으 

며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어 올바른 길을 걷도록 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 한 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고아들을 사랑하고 구하는 자에 

게 거절하지 말며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교훈으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아침을 두고 맹세하고…”에서 언급된「두 
하」란 어휘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본다. 



제 93 장 

자비로우시고 자에로우신 
하나님의 이^으모 

1. 아침을 두고 맹세하고 

2. 어둠이 짙어지는 밤을 두고 
맹세 하사1> 

3. 주님께서 그대를 버리지 아니 
했으며 미워하지도 않으시니라 

4. 실로 그대에게는 내세가 현세 
보다 나으리니 

5. 주님께서 그대에게 은혜를 베 
풀것이매 그대는 이로하여 기뻐하 
리라 

6. 그분은 고아인 그대를 발견하 
여 그대를 보호하지 아니 했더뇨° 

7. 그분은 방황하는 그대를 발견 
하여 그대를 인도하지 아니 했더 
뇨 

8. 그분은 가난했던 그대를 부유 
하게 하여 주지 아니 했더뇨 

9. 그러므로 고아들을 거칠게 대 
하지말며 

q스玄찾 I 切!사-今 

O Jc勤; 

©치藏故狀 

©…빼려 

© (J^ 요은，3，우i， 

®ji技:炎起3,能 

2-1) 아침과 저녁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동이 트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과 그날의 노동을 마 
치고 어둠이 찾아들어 휴식을 취하는 밤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무크타싸 
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649/3). 

6-1) 어머니 태내에 있을 때 아버지를 잃고 태어나 여섯 달이 되면서 어머니를 잃어 완전한 고아 
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할아버지 압둘 무딸림으로 하여금 무함마드를 보살피도록 하였다. 그 
러나 할아버지는 무함마드 나이 8세에 세상을 떠나자 삼촌인 부 딸림으로 하여금 무함마 
드를 보살피도록 하였다. 



©C災炎6在«的 10.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 
고 

11.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이야 
기 하라1> 

© 석5: 홋고넜21， 

li-i) 고아이며 가난하였고 하나님의 법(샤리아)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그대에게 보호자를 두어 
보호하게 하였고 가난했던 그대를 부유하게 하였으며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 
여 행복의 길로 인도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고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하는 자에게 인 
색하지 말며 주님께서 그대를 인도하였듯이 인류를 행복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올 제 
시하고 있다(타과씨르 알울루씨 1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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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장 사르흐 

메카에서 계시된 8절로 선지자 무함마드의 위치，하나님께서 그에 
게 베푼 여러가지 은혜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가슴을 펼쳐 믿음을 넣 
어주고 지혜로써 Df음을 빛나게 하였으며 모든 죄악으로부터 순결케 
하고 있다. 이 모든 은혜는 불신자들의 박해를 받은 선지자 무함마드 
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현세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선지자 무함마드의 위치를 
높이 두었으니 무함마드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에 비유하였으며, 선 
지자 무함마드와 믿는 신도들의 선교에 대한 불신자들의 박해에 대하 
여 고난이 있으되 승리하리라는 계시가 있은 후 그날 일과를 마친 후 

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에 전념해야 한다는 의무를 마지막으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하나님이 그대의 마음을 펼치사”에서 언 
급된「사르흐」어휘로 부터 유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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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 장 

자비로우시고 자에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하나님이 그대의 마음을 펼치 
사1) 

2. 그대의 무거운 짐을 덜어 주 
었으며 D 

3. 그대의 등에 있는 그 짐은 무 
거운 것 이었노라 

4. 하나님이 그대의 위치를 높이 
두었으며 

5. 고난이 있으되 구원을 받을 
것이라1> 

6. 실로 고난이 있으되 구원올 
받을 것이라 

7. 그러므로 쉬지 말고 노력하며 

8. 주님께 강구하라1> 

Q쓰첫보I(父낙젖I고I今 "사 

急11겨/겠一쟁 

©j향^I 사장 

0과_每 

1- 1) 무함마드의 마음을 열고 믿음과 복음과 꾸란의 빛을 넣어 주었다. 아부 하이얀은 지혜로써 
가슴에 빛을 비추고 가슴을 열어 계시를 받도록 하였다고 풀이하고 있다 .한편 이브누 압바 
쓰는 가브리 엘 천사가 선지자 무함마드가 어 렸을 때 가슴을 넓혔다고 전하고 있cj■(타프씨르 
알바흐르 알무히뜨 487/8). 

2- 1) 위즈르 : 모든 죄악에 대항하여 싸워야 할 무거운 짐과 선지자로써 메세지를 전하면서 직면 
하게 될 여러가지 고난 

5-D 메카 불신자들이 선지자와 믿는 신도들에 박해를 가함으로써 선지자와 그분의 추종자들은 
어려운 곤경에 있었다. 이때 하나님께서 고난이 있으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였다 
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75). 

8-1) 일상생활의 일이나 업무를 마쳤을 때 주님을 경배하는 진실된 의도와 소망으로써 신앙 생활 
을 강구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브누 카씨르는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카씨르 
6理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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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圖 

제95장 턴 

메카에서 계시된 8절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푼 은혜와 계산과 
부활에 대한 믿음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본 장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를 내린 안전하고 성스 
러운 곳 예루살렘과 시나이산 및 메카를 두고 맹세하는 계시로 시작 
하여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후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 
을 때 가장 비천한 인간이 된다는 교훈을 제시한 후，인간을 가장 아 
름다운 형상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는 모든 예증을 보 
였으나 이를 거역하고 부활을 조롱한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오h 믿는 
자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보상과 불신자들에 대한 응벌을 마지막으 
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으I，“무화과와 올리브를 두고 맹세하사성II서 

1 언급된「틴」이란 어휘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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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 장 

비로우시고 자에^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m-m 1 

-起 

1. 무화과와 올리브를 두고 맹세 
하사1》 

2. 시나이 산을 두고 맹세하며1》 
：:： ©교典 

3. 안전한 이 도읍을 두고 맹세 
j 하나니1> 

© 상느多나과、그; 

4. 하나님은 인간을 제일 아름다 
1 운 형상으로 빚으신 후 S 巧께明，대 ; 

5. 그의 위치를 가장 낮게 하였 
노라1) 

6.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의로운 자들은 제외되어 그들에게 
는 끊임없는 보상이 있노라 

® #身췄雜，■화起觸 

7. 다가올 심판의 날에 관하여 
그대를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뇨 

8. 가장 훌륭한 심판자는 하나님 
이 아니더뇨 슝 과과m巧 

1-1)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일용할 양식중 2가지에 관하여 이브누 압바쓰는 그 유용성에 관해 이 I 
렇게 말하고 있다 : 그것은 너희들이 먹을 무화과요 올리브는 그것으로 너희가 기름을 만드 1 
는 것이라(타프씨르 알꾸르뚜비 110/19). 아크라마는 무화과와 올리브의 생산지를 두고 맹세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무화과는 디마스끄에서 그리고 올由브는 예루살렘에서 많이 
생산되기 때문이다<알바흐르 알무히뜨 489/8). 1 

2-1)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올 들은 축복받은 산，나무와 열매가 많은 모든 산들을 씨닌 그리고 씨 
나이 라고 부른다고 카진은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카-진 266/4). | 

3-1) 성스러운 메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매 예루살렘으로 보냈고 모세를 보내매 시나이 산으 ; 
로 보냈으며 무함마드를 보내매 가장 안전하고 성스러운 메카의 도士으로 보냈다(사프와트 i 
타파씨르，제20권 p.77). \ 

5-1) 소년시절과 왕성한 청년시절을 거쳐 아주 허약한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고 다하크 
는 풀이하고(타프씨르 알꾸르뚜비 115/19), 알울루씨는 불신자가 부활의 날 가장 비천한 모 
습으로 변하는 것을 가르킨다고 말하고 있다(타프씨르 알울투-씨 17公公)). 



제96장 알라고 

메카에서 계시된 19절로 최후의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말씀이 계시 
되기 시작한 것과 인간이 재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대적하려는 행 
위, 그리고 선지자 무함마드의 기도생활을 방해하고 금지시키려 했던 
아부 자홀의 이야기가 본장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본 장은 선지자 무함마드가 히라 동굴에서 명상에 잠겨 있을 때 가 
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계시된 영원한 기적 꾸란의 메세지가 내려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가진 재물에 만족하고 재물로서 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대적하려는 오만하고 거만한 인간이 최후 
의 목적지인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들이 계산에 의하여 받게 될 보상 

과 응벌에 관하여 이야기 한 후 오만하고 거만함이 파라오 폭군과 다 
름없었던 아부 자홀에 대한 이야기로써 이는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협 
하고 그의 기도를 금지하며 우상숭배를 강조한 불신자돌에 대한 경고 
와 더불어 신앙생활에 더욱 충실 할 것을 요구하면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즉 본 장은 읽기와 교육에 대한 촉구를 시작으로 지식과 일을 
접근시키기 위해서 기도생활과 신앙생활에 충실할 것을 끝으로 촉구 
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2절의 “하나님은 한방울의 정액으로 인간을 창조 
하셨노라”에서 언급된「알라끄」란 어휘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본다. 

또한 제1절의 “만물을 창조한 그대 주님의 이름으로 읽어라n에서 언 
급된「이끄라」란 어휘로부터 기인되어 “이끄라”장이라 부르기도 한다 
《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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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우시고 자에^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이름 
으로 읽으라^ 

2. 그분은 한방울의 정액으로 인 
간을 창조하셨노라 

3. 읽으라 주님은 가장 은혜로운 
분으로 

4. 연필로 쓰는 것을 가르쳐 주 
셨으며 

5.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도 가 
르쳐 주셨노라1> 

6. 그러나 인간은 오만하여 범주 
를 넘어서 

7. 스스로 충만하다 생각하도다1》 

8. 실로 모든 인간은 주님께로 
귀의 하노라 

9. 기도를 금지한 자를 보았느뇨 

Q스安(公！부多나»1今-다 

6#抄여切 

©身乂松요麥 

여때_ 

®此切^1 

1-1)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지향한 최초의 말씀으로 읽는 것과 쓰는 것 그리고 지식으로 인도하고 
있다. 무함마드여! 모든 만물올 창조한 그대 주님의 이름으로 이 꾸란을 읽으라. 

5-1) 1_5절까지가 꾸란 전체 가운데서 제일 먼저 계시된 절로 선지자 무함마드가 히라 동굴에서 
명상중에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 “읽어라”라고 말하자 ᅳ저는 읽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하자 또 천사가 말하길，“읽어라…”라고 계시가 육리기 시과■하全다(사프4트 하4씨르 
제20권 p신 1). ' 

7-1) 많은 재물을 소유했던 o!부 자홀이 그 재물로써 선지자 무함마드를 박해하며 그 재물로써 
이슬람의 가르침을 방해하였으며 특히 선지자 무함마드가 카으바 신전에 나가 신오생활에 
충실하려 했던 것을 방해하였다. 그의 오만과 자만은 계속s] 었으나 바드르 전투에서 벌을 받 
아 죽음을 맛보게 된 후 그의 오만과 자만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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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 그는1> 바로 기도하는 하나님 
의 종을2ᅩ 방해하였노라 

11. 그가 복음의 길 위에 있었다 
생각하느뇨 

12. 아니면 신앙에 경건하라 명 
령을 받았다 생각하느뇨 

13. 그가 진리를 거역하고 외면 
하였다 생각하느뇨 

| 14. 하나님께서 지켜 보심을 그 
1 는 알지 못하느뇨 

15. 그로 하여금 알게 하리니 그 
가 단념하지 않는다면 그의 앞머 
리를 끌어가리라1> 

©分하比3 效：%난炎 

16. 그 머리는 거짓과 죄악의 머 
1 리라 

17. 그런 후 그로 하여금 그를 
도울 동료들을 불러 모이게 하고 

©길^a 

18.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응벌 
의 천사들을 부르리라 

© 캡立私父: : 

19. 그러므로 그를 따르지 말라 
부복하여 경배하고 하나님께 가까 
이 하라0 

©생1;요p;公與씻 

i 10-D 아부 자홀 
2) 선지자 무함마드 

15-1) 제9장 56절 참조 

19-1)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복하여 경배하는 것이라고 하디쓰는 전하고 있다 
f (무슬림》. 



1245 

제97장 까드르 

메카에서 계시된 제5절로 영원한 기적 꾸란의 계시와 어느 날 어느 
달 보다 은혜와 축복이 많이 내린 거룩한 밤과，천사들과 가브리엘 천 
사가 이 밤에 강림하여 새벽 동녘까지 머무르며 믿음을 가진 모든 신 
앙인들에게 평안하기를 인사하는 성스럽고 위대한 이 거룩한 밤이야 
말로 천개월 보다 더 훌륭하고 축복받은 밤이라는 것을 제시하여 주 
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실로 하나님은 거룩한 밤에 이 계시를 내 
리나니”에서 언급된「까다르」란 어휘에서 기인된 것으로 본다. 

■因^^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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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 장 

^비^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으로 

1. 선실로 하나님은 거룩한 밤에1> 

이 계시를 내리나니2ᅮ 

2. 거룩한 밤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에게 설명하여 주리요 

3. 거룩한 이 밤은 천개월보다 
더 훌륭한 밤으로1> 

4. 이 밤에 천사들과 가브리엘 
천사가 주님의 명령을 받아 강림 
하여 

5. 아침 동녘까지 머무르며 평안 
하소서 라고 인사하더라1》 

1-1) 능력의 밤，훌륭한 밤 또는 성스러운 밤 또는 위대한 밤 둥의 여러가지 뉴앙스를 함축하고 
있다. 

2)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늘에 보관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기 시작하여 23년간 가브리엘 천 
사가 계시를 전달하였다(무크타싸르 이브누 까씨르 669/3 또는 타파씰 알꾸르뚜비 130/19). 

3-1) 이 거룩한 밤에 행하는 의로운 일은 이 거룩한 밤이 아닌 천개월 동안의 밤에 행하는 어떤 
일보다 훌륭한 것이라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제20권 p.84). 또한 
무자히드는 말하길，“이 거룩한 밤에 행하는 선행과 금식과 기도생활은 천개월의 밤 동안에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659/3). 

5-1) 이 축복받은 거룩한 밤에 천사들이 내려와 믿는 신도들에게 항상 평안과 행복이 있기를 기 
원하며 인사한다는 뜻. 

-가-언違聖%; 

o사버必 Ur 수 

均明仏:;應 

©多심賊威최| 업 

之슨;i"; 幻多20》 

호,分다강公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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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장 바이이나 

메카에서 계시된 8절로 선지자 무함마드를 통해서 계시된 메세지 

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진실한 신앙，내세에서 행복한 사람들과 불행 

한 사람들의 운명 등을 다루고 있다. 

본 장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선지자 무함마드의 

메세지에 대한 성서의 백성들이 보인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최후의 선지자가 온다는 소식이 그들의 성서에 묘사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메세지와 더불어 최후의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르렀 

을 때 이를 불신한 이야기를 다루고， 

신앙의 근본은 진실한 경배로 말고ᅡ 행동과 모든 품행이 오직 하나 

님을 위해 있을 때라는 교훈을 제시하면서 가장 사악한 xᅡ는 진리를 

부정한 성서의 백성들과 불신자들로 이들의 최후 운명은 불지옥이나, 

믿음으로 선을 실천하는 의로운 자들은 천국이 그돌을 위한 영원^ 

주거지가 된다는 복음을 마지막으로 본 장은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1절에서 언급되고 있는「바이이나」에서 유래된 것 

으로 보며 또한 본 장의 명칭이「람 야쿤」장이라 불리워 지기도 한다 

(사프와트 타파씨르，제20권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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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 장 

씨로우시고 자에^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성서의 백성들1} 가운데 진리 
를 거역한 자들과 불신자들은2ᅩ 분 
명한 예증이3ᅩ 그들에게 이를 때 
까지 그들은 길을 떠나려 하지 아 
니 하였노라 

q서님起M»U-技 

후，쌘…。保^ 成^ 
6 홴必故於 

2. 이 예증은 성스러운 말씀을 
낭송할1> 하나님의 선지자로 

3. 그 안에는 올바른 율법이 있 
노라 

4. 성서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분 
명한 예증이 이를 때 까지 의견을 
달리하지 아니 했으니1> 

5.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은1> 하 
나님을 경배하고 진실한2> 믿음이 
되도록 그분께 헌신하며 기도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는 것들이 
참된 신앙이라& 

6-빠I■빠 

;分抄必 W★생"別쇼과疏端 
(하勢 

松■從꽤^ 쑈…여넷故版 
⑶，與혀"；起 

1- D 유대인 및 기독교인 
2)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거역하고 불신하며 우상을 숭배한 자들 
3) 선지자 무함마드 

2- 1) 암기하여 낭송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선지자 무함마드는 읽는 것과 쓰는 것을 알지 못한 
문맹자였기 때문이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147/29). 

4- 1) 분명한 예중이 이르기 전에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무함마드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지 아 
니하다가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의견을 달리하게 되었 
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서에 무함마드가 선지자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알타쓰 
힐 리울룸 알탄질 212/4). 

5- 1)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으로 부터 명령받은 것은 하나님 한분 만을 경 
배하며 그분에게 헌신하라 명령받았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최초 말씀을 변경하고 대체하여 
하나님 아닌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그들의 주교들을 믿게 되었다• 

2) 하니프 아브라함이 지켜왔던 유일신을 믿는 종교로써 최후의 선지자 무함마드에 계시되어 
완성된 최후의 종교 이슬람을 가르킴(제2장 135절참조》. 

3) 본절에서는 3가지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헌신하며，둘 
째 기도를 드리고 셋째 이슬람세를 바치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기본요소임올 말해주고 있다. 

^後표^^^際?^^*經^^■，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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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로 성서의 백성들 중에 진 
리를 거역한 자들과 불신자들은 
불지옥에 있게 되리니 그들은 그 
안에서 영주하매 가장 사악한 무 

6 리들이라 

7. 그러나 믿음으로 선올 실천하 
| 는 자들은 가장 의로운 자들로 
i 

8. 그들을 위해 주님의 보상이 
I 있나니 밑으로 강물이 흐르는 영 
:: 생할 에덴의 천국이라 하나님은 
그들로 기뻐하시고 그들은 그분으 

J 로 기뻐하리니 그것은 주님을 두 
려워하는 자에 대한 보상이라 

(노생隊고 라'I 녀、仏抄⑶必 

@▲與챗④么넣c흙左다多고%一⑩ 
0 놘到，호松보;추別分: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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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장 질 잘 

메카에서 계시된 8절로 다른 메카 계시들과 동일한 내용과 목적， 
부활과 그의 양상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부활의 날 대지가 크게 진동 

하니 그 안에 있던 모든 시체와 보물들이 밖으로 나와 심판을 받아 
그가 현세에서 행하였던 업적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홀어져 들어가 
게 된다. 대지가 크게 혼들리는 부활의 날에 있을 계산에서 인간이 행 
한 어떠한 미아의 선행이나 악행도 숨겨질 수 없으며 그가 행한 그대 

로 보상과 벌을 받는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장의 명청은 제1절 “대지가 심하게 진동을 하며”에서 언급된「질 
잘」이란 어휘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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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 장 

하나님의 이름으로 

1. 대지가 심하게 진동을 하며1ᅩ 

2. 대지가 그속에 있는 것들을 밀 
어내도^0 

3. 인간은 비탄하고 고함치며 어 
찌된 일이뇨 

4. 그날 대지는 그의 소식을 얘기 
하리니1> 

5. 실로 주님은 그에 관해 계시하 
였노라 

6. 그날 사람들은 여기 저기 무덤 
에서 떼지어 나와 그들의 업적들을 
보이 노^0 

7. 티끌만한 선이라도 실천한 자 
는 그것이 복이 됨을 알 것이며 

8. 티끌만한 악이라도 저지른 자 
는 그것이 악이 됨을 알리라 

1- 1) 첫번째 나팔이 울릴 때 대지가 크게 진동하니 이때가 바로 부활의 시작이다. 

2- 1) 땅속에 있는 모든 시체와 보물들이 땅밖으로 나온다고 문지르 이브누 싸이드는 풀이하고 있 
다(타프씨르 알울루씨 209/30). 

4-1) 부활의 날 대지는 대지위에서 행하여졌던 선과 악의 모든 소식을 알려 주리니… 즉 모든 인 
간에게 그가 지상에 있을 때 행하였던 모든 것을 중언 할 것이라고 of부 후라이라는 전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제20권 p.90). 

6-1》무덤에서 나와 심판을 받기 위해 다같이 모여 그들이 행했던 업적에 따라 계산된 후 천국과 
지옥으로 흩어져 가게 된다(꾸란 어휘해설, p.4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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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장 0ICI0I토 

메카에서 계시된 11절로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적을 향해 돌진 
하는 말，질주하며 불꽃을 튀기는 말，새벽에 공격하는 말 그리고 먼 
지를 일으키며 적 깊숙이 돌진하는 말을 두고 맹세하는 계시로 시작 
되어，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만하며 거만을 
피우며 재물에 탐닉한 인간에 대하여 이야기한 후 모든 피조물은 심 
판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로 귀의하며 이때 인간이 탐닉했던 모든 재 
물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선을 행한 의로운 일 

밖에는 유용한 것이 없다는 교훈이 제시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질주oF는 말을 두고 맹세하>나”에서 언급 
된「아디야트란」어휘에서 기인된 것으로 본다. 



제 100 장 아디야트 : :卜10 1253 mum 

제 100 장 
i PH 벌:^:::!!i：.; : 

^비로우시고 자에^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q美分겆 -公 

1. 질주하는 말올 두고 맹세하사1》 6\公써 

2. 불꽃올n 튀기는 말을 두고 맹 
세하며 友‘쇼HS 

3. 새벽에 공격하는 말을 두고 맹 
세하나니 

4. 먼지를 일으키며 
고용 

5. 적 깊숙이 돌진하는 말을 두고 
맹세하사ᄁ (fev 지 

6. 실로 인간은 주님께 감사할 줄 
모르더^0 ©巡 01松1必 

7. 인간은 그가* 행한 것을 증언 
할 것이매 

©향의振紙 

8- 재물에 탐익하는데만 열중하 
노라 

0 起괴以쇳起 

9. 무덤속에 있는 것들이1ᄉ 밖으로 
나와 산산히 흩어지고 

10. 그의 심중에 있는 것들이 밝 
혀지며 

1- 1) 하나님의 적을 향하여 소리치며 돌진하는 말을 두고 맹세하사(아부 알싸우드 280犯) 

2- 1) 세차게 질주할 때 말굽과 땅에 있는 돌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꽃 

5- 1)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적을 향해 돌진하는 말, 질주하면서 불꽃을 튀기는 말，공격의 시 
각을 새벽으로 바꾼 말로써 하나님은 맹세를 하고 있다. 

6- 1) 인간은 주님이 베푼 은혜를 망각하고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 내린 시련만을 생각한다고 이브 
누 압바쓰는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뚜비 16_). 

9-1) 무덤속에 있는 시체들 



제 100 장 아디야트 : 11 1254 多技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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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이장 까리아 

메카에서 계시된 11절로 부활과 그 양상, 내세와 그 양상，그날에 
있을 무서운 재앙들로 무덤속에 묻혀 있던 인간들이 밖으로 나와 나 
방처럼 여기 저기 홑어지며， 
산들이 바람에 휘날리는 양털처럼 되는 부활의 날에 인간들의 상태 

는 어떻게 되겠는가를 암시하면서 믿음으로 선을 실천한 의로운 자들 
은 천국에 사는 행복한 가족이 될 것이나 믿음을 부정하고 사악한 행 
위를 한자돌은 불지옥에 사는 불행한 자들이 된다는 교훈을 마지막으 
로 본 장을 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부활의 날，즉 r까리아」란 어휘로부터 유 
래한 것으로 본다. 



제 101 장 까리아 : 1~11 1256 (J 

제 101 장 

고자에로우신 
하나님의 이^으로 

1. 부활의 날1> 

2. 부활의 날이 무엇이뇨 

3. 부활의 날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에게 설명하리요 

4. 그날은 인간이 나방처럼 흩어 
지는 날이며 

5. 산들은 가지런한 양털처럼 되 
는 날로 

6. 그날 그의 선행이 무거운 자 
y^_ 

7. 안락한 삶을 영위할 것이나 

8. 그의 선행이 가벼운 자는 

9. 불지옥의 함정에 있게 되리라1ᅭ 

10. 불지옥의 함정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에게 설명하려 주리요 

11. 그것은 격렬하게 타오르는 
불지 옥이라 

Q스安해 (以多네 

© i떼 

© 김라匕 

©놘대나여氣化1必致& 

6 피세次^ 

©想5沒:必 

© 닌습신; 左고소유'것; 

©여 

1-1) 까리아: 부활의 여러 명칭가운데 하나로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가장 무서운 재앙(샤프와 
트 타파씨르，제20권 P.94). 

9-1) 하위야 : 불지옥의 이름 가운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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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2장 타카쑤르 

메카에서 계시된 8절로 인간이 죽어 무덤에 묻힐 때까지 재물과 자 
손과 권력에 탐닉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내세를 준비하지 아 
니한 가ᅡ들에 대한 경고로써 이들은 부활의 날 그들이 저지른 죄악으 
로인하여 분명한 응벌 즉 불지옥을 스스로 목격하게 되며 이날 그들 
모두는 그들이 현세에서 탐닉했던 모든 것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계 
산되어 그에 따른 보상과 응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축적한 것들이 너희를 벗어나게 하리니 에 
서 언급된「타카쑤르」어휘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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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3장 아스르 

메카에서 계시된 3절로 인간 행복의 근원과 불행의 이유 그리고 현 
세에서의 성공과 멸망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다. 본 장은 인간의 일 

생을 좌우하는 세월을 두고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한 

예증을 제시하고 있다. 믿음과 의로운 일，진리를 서로가 서로에게 전 

하고 권고하는 것，인내가 신앙의 기본요소로 이 4가지 기본요소를 

지키지 아니한 인간들은 내세에서 모두 멸망한다는 교훈을 제시하면 

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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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장 후마자 

메카에서 계시된 9절로 사람들을 비방하고 중상 모략하는 자들과 
재물만을 탐닉한 나머지 재물을 축적하여 그것으로 영원히 살리라 생 
각하는 자들에 관하여 언급한 후， 
이들에 대한 무서운 벌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불지옥으 

로 그 지옥의 뜨거움이 가슴을 에워싸고 바람이 들어가지도 그리고 
나오지도 못하도록 문을 잠구어버리며 기둥들로 빗장을 치는 지옥이 
있다는 경고로써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뒤에서 중상모략하는 자에게 재앙이 있을 
지니라는 절에서 언급된「후마자」란 어휘에서 기인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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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 장 

자비로우시고 자에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뒤에서 중상모략하는 자에게 
재앙이 있을지니1} 

2. 그는 재산을 모아 계산에 열 
중하며1> 

3. 그 재산이 현세에서 그를 영 
원케 하리라 생각하도다1> 

4.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지옥에 던져지리라 

5. 그 지옥이 무엇이지 무엇이 
그대에게 알려주리요 

6.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타는 
불지옥이거늘 

7. 그 뜨거움이 가슴을 에워싸고 

8. 그들에게 문이 잠겨져 버리며 

9. 기둥들로 빗장이 내려지노라 

Q座딨홧 I 切—多냐切) 

必！次分■多 

©於成나63접多 

손) 幻沙 UilOV(己S 

©태께多생初I 

©!,足3 分겨로 

1- D 본 절은 중상모략과 모사로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과 사건을 일으키게 했던「아크나쓰 
이븐 샤리끄」에 관하여 계시된 절로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제20권 
P.100). 

2- 1) 재물만을 모아 계산하여 축적할 뿐 하나님 사업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축적만 하는 것 
(타프씨르 알따브리 18_乂 

3- 1) 돈과 재물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며 내세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현세만을 생각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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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5장 필 

메카에서 계시된 5절로 카으바 신전을 파괴하기 위해 예멘의 왕 아 
브라하가 코끼리를 탄 군대를 메카로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부리와 
양다리에 세개씩의 돌을 가진 새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집을 파괴하려 

한 적들을 멸망시킨 이야기와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그 해 서력 570 

년에 무함마드가 태어난 해였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 
음을 암시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그대 주님께서 코끼리의 무리로 어떻게 하 
셨는지 그 소식이 이르지 아니했느뇨 에서 언급된「필」이란 어휘로부 
터 유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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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5 장 

자비로우시고 자에로우신 
하나님의 이^으로 

■:;며 
;■구투교는:: 々■보::: 一”:옳프 

1. 주님께서 코끼리의 무리를 어 
떻게 하셨는지 그 소식이 이르지 
아니 했느뇨 

O 々조，(3‘은 

2. 그들의 음모를 파멸시켜 버리 
지 아니 했더뇨 

必 과 0과»우 

3.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떼를 보 
내어 

4. 모래와 흙으로 된 돌맹이들을 
던지셨나니 

0 公용?。安W 서々 

5. 그들은 다 갉아 먹어버린 마 
른 잎과도 같았더라1ᅮ 

®d少4책« 

1-D 그대 무함마드예 하나님의 집 하람사원을 침범한 적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코끼리 무리로 
적들을 물리친 그 소식이 그대에게 이르지 아니했느뇨?: 예멘의 왕「아브라하 알아쉬람」은 
사나아에 교회 하나를 짓고 그곳으로 성지순례객들을 유치하려 하였다. 이때 가니나에서 한 
남자가 그곳에 이르러 밤에 대변을 보고 또 벽에다 그 대변으로 더렵혀 그를 저주하였다. 그 
리하여 예멘의 왕 아브라하는 화가나 카으바 신전을 파괴하려 결심하고 코끼리들과 군대를 
인솔하고 메카로 왔다. 이들 군대가 메카 가까이 왔을 때 메카 주민들은 군대와 코끼리들에 
놀라 두려운 나머지 산으로 피하여 갔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하 군대에게 새들을 보냈고 
각각의 새들의 입과 양 발에 3개의 돌을 가지고 와, 아브라하 군대와 코끼리들을 멸망시켜버 
렸다(알타프씨르 알카*비르 96/13 및 타프씨르 알꾸르뚜비 18T7/20). 이러한 사건은 바로 선지 
자 무함마드가 태어난 그해였다고 전하여지고 있다(아부 싸우드 2紀而). 

5-1) 본 장의 모든 절은 카으바 신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메카 꾸라이쉬족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해가 선지자 무함마드가 태어날 곳이 
였고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풀이되고 있다{알바흐르 말무히뜨 512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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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6장 꾸라이쉬 

메카에서 계시된 4절로 메카 꾸라이쉬 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에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꾸레이쉬 대상들은 겨울철에는 예멘으로 여름철에는 삼 지역으로 

상거래를 하기 위해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들 꾸라이쉬 
대상들 위에 두가지 큰 은혜를 베풀었다. 하나는 안전과 평안이었고 
다른 하나는 대상들로 하여금 좋은 상거래를 하도록 하여 부유한 부 
족이 되도록 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꾸레이쉬족의 보호를 위하여 에서 언급된 
「꾸라이쉬」란 어휘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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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으로 O사 

1. 꾸레이쉬 족의 보호를 위하여 

2. 대상으로 하여금 겨울과 여름 
에 안전하게 여행케 하였노라1》 

©쇠I;在랑成^ 

3. 그러므로 이 집의” 주님을 그 
들로 하여금 경배토록 하라 

® 냉I比在!;i殺 

4. 그분은 그들을 기아로부터 배 
불려 주셨고 공포로부터 안전케 
하여 주셨노라1> 

2- 1) 겨울철에는 예멘으료 여름철에는 삼지역으로 무역거래를 위해 대상을 하는데，거래에서나 
여행에서나 꾸라이쉬 대상들이 하나님의 집 카으바 신전 바로 이웃에 거주하는 백성들이라 
하여 그 대상들은 존경을 받아가며 안전하게 상거래를 하게 되었다. 

3- 1) 카으바 신전 

4- 1) 꾸라이쉬 대상들의 여행과 거래를 안전하게 하여줌으로써 이들 대상들은 많은 이익을 보게 
되고 그럼으로써 메카 꾸라이쉬족들은 번성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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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7장 마 운 

메카에서 계시된 7절로 두가지 인간형을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오만하고 거만을 피우며 부활의 날에 있을 계산과 보상을 부 

정하는 자들과，사람들 앞에서만 신앙인인 척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위선자들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다. 

전자의 불신자들은 고아들을 학대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게 음식을 제공하여 자선을 베풀지 아니한 자들이며，후자의 위선자 

들은 제시간에 기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신 
앙생활을 하는 척 내보이는 이들 두 무리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있 
다는 교훈을 제시하면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7절의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인색한 자들이라 
에서 언급된「마운」이란 어휘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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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7 장 

^비로우시고 자에^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K寒、 ■■■ 
Q느겆 1(^네 

1. 내세를1} 부정하는 자를 그대 
는 알았느뇨 

2. 그는 고아를 학대하고 

3. 불쌍한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 
지 아니한 자이니1> 

4. 위선적인 기도를 행하는 자들 
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 

5. 이들은 그들의 기도생활을 태 
만히 하면서 

6. 남에게 보이기 위해 위선적으 
로 기도하는 자들로 

7.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인색 
한 자들이라 

6 

빼U比次與!; 

必 心其혹요》 

) 以匕巧文요여以고 

©6攻從셋 

1-D 딘: 종교, 심판의 날，또는 내세 둥의 여러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3-1) 핫드 : 촉구하다는 뜻으로 본절의 언어적인 의미는 불쌍한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도록 촉구하 
지 아니한 자라는 뜻이나 음식을 제공하지도 아니하고 또 음식을 제공하도록 촉구하지도 않 
는다는 2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사프와트 타파씨르，제20권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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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8장 카우싸르 

메카에서 계시된 3절로 현세와 내세에서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베 
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기도하고 제물을 바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는 교훈을 제시한 후 
선지자의 적들은 현세와 내세에서 모든 희망이 단절된 자들임을 제 

시하면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하나님이 그대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었 
나니 에서 언급된「카우싸르」어휘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제 1 期장 카우싸르 : 1~3 1270 

제 108 장 

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하나님이 그대에게 풍성한 은 
헤를1ᅭ 베풀었나니 

2. 주님께 기도하고 제물을1ᄎ 바 
치라 

3. 실로 그대의 적은 모든 희망 
으로부터 단절된 자들이라 

Q소쫏홧 I 切나分-다 

6 ■떼 

©多'“抄 

1- 1) 카우싸르: 풍성한 은혜，양과 숫자적으로 많은 것을u카우싸르”라 아랍인들은 부르고 있다. 
본 절은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현세와 내세에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었다는 소식이다. 

2- 1) 낙타를 잡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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銳■銳 

제109장 카피룬 

메카에서 계시된 6절로 불신과 방황을 배제하는 유일신 사상의 절 
로써 불신자들이 선지자 무함마드로 하여금 그들이 숭배한 우상들을 
1년간 숭배하면 그들 불신자들도 무함마드가 경배한 신을 1년간 경배 
하겠다고 유혹했을 때 이 불신자들의 유혹을 근절하는 절이 계시됨으 
로써 진실한 믿음의 백성과 우상을 숭배하는 불신자들의 두 무리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불신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에서 언급된 r 

카피룬j 이란 어휘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본다. 



제 109 장 카피룬 : 1〜6 1272 (，後감 

제 109 장 

자비로우시고 자세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불신자들에게 일러 가로되u 

o▲安홧 i (公※M»U~ 

敬쏘 

2. 너희가 숭배하는 것을 내가 
숭배하지 아니하몌> 

©G 父^ᄂ 34幻5 

3. 내가 경배하는 분을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고 

©피 나多吸 

4. 너회가 숭배했던 것들을 내가 
숭배하지 아니할 것이며 

5. 내가 경배한 그분을 너희가 
경배하지 않을 것이니 

시必松 

6. 너희에게는 너희의 종교가 있 
고 나에게는 나의 종교가 있을 뿐 
이라 

나고法“；分 

1- 1) 우상을 숭배하라고 유혹한 불신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2- 1) 너희 불신자들이 숭배한 우상들을 결코 내가 숭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우상들은 유익함도 
그리고 해악을 끼치지도 못하는 무용한 것이라. 꾸라이쉬 부족이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그들 
이 숭배한 우상을 1년간 숭배한다면 그들 불신자들도 무함마드가 경배한 신을 1년간 경배하 
겠다고 말하자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전하여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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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0장 나스르 

메카에서 계시된 3절로 무슬림의 영광이요. 아랍 반도에 이슬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메카 정복에 대한 승리와 이 승리로 
인하여 전쟁과 싸움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떼지어 하나님의 종교에 
귀의하게 됨으로써 이슬람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우상을 숭배한 불 
신자들이 멸망하였다는 소식을 다루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하나님의 원조로 승리하는 그때에 에서 언 
급된「나스르」란 어휘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본다. 한편 고별의 순례 
시 미나에서 본 절이 계시되었다 하여「타우디우」장이라 불리우기도 

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115). 



: 1〜3 1274 

제 110 장 

^비로우시고 자에^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그때에1》 

O과I 쇄必匕 

6;화!;在與延다 

2. 떼지어 하나님의 종교로 귀의 
하는 백성들을 그대는 보리니1 2 3> 

3_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께 관용 
을 구하라 실로 그분은 관용으로 
충만하시니라1> 

S 切왓鄭생회 J版述 

©版^物與;起;必於 

1- 1) 그대 무함마드여, 하나님께서 그대를 도와 메카를 정복하는 승리를 가져다 줄 때， 

2- 1) 단체로 이슬람에 귀의하는 백성들을 보리라. 

3- 1) 그러므로 적에 대하여 승리토록 하여 주고，메카를 정복하여 많은 사람들이 떼지어 이슬람에 
귀의하도록 하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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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1 장 마싸드 

메카에서 계시된 5절로 하나님의 적이요 선지자의 적이었던 아부 
라합의 멸망에 대하여 계시하고 있다. 아부라합은 가장 사악한 자 중 
의 한 사람으로 그의 모든 일상생활을 버려두고서 선지자 무함마드의 
뒤를 쫓아다니며 무함마드의 선교를 방해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 

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에 그의 아내도 남편과 더불어 사악 
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으니 그녀의 목은 동아줄에 묶여 타오르는 
불지옥으로 갈 것이라는 교훈을 제시하면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5절에 그녀의 목에는 단단한 동아줄이 감기리라 
에서 언급된「마싸드」란 어휘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보며，또한「아부 
라합」또는「탑바트」장이라고도 불리운다(사프와트 타파씨르，제20권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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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1 장 

우시고 자에^우신 
하나님의 이^으로 

1. 아부라합의 손이 멸망하고 파 
멸 할 것이며1ᅭ 

2. 그의 재물과 그가 얻은 것이1》 
그에게 유익하지 못하니 

3. 그는 곧 타오르는 불지옥에 
이르게 될 것이라 

4. 그의 아내는1> 연료를 운반할 
것이요 

5. 그녀의 목에는 단단히 꼬인 
동아줄이 감기리라 

O사여必 U-노v 

® 대 5과쇄 

i-i) 아부라합: 화염의 아버지란 뜻을 가진 선지자 무함마드 삼촌의 별명이며 그의 본명은 압둘 
옻자 이븐 압둘 무딸림이었다. 그는 너무나 성격이 급하고 신경질적인 기질로 초기이슬람적 
들 가운데 가장 사악한 자였다.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꾸라이쉬 부족과 그의 가족 그리고 친 
척들을 모아 포교를 하며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경고했을 때 화염의 아버지 부라합은 
화를 내며 선지자를 저주하고 선지자가 멸망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부라함의 선지자에 대 
한 저주는 of무런 효용이 없었으며 그의 힘 그리고 재산도 무익하였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슬람은 매일 더욱 번성하여 갔을 뿐이다. 부라합은 바드르 전투 이후 바로 일주일만에 사 
망하였는데 그의 분노와 불길갈은 그의 기질을 참지 못하여 죽었다고 전하여지고 있다. 본 
절에 계시된 동기도 부라합이 무함마드률 저주하여 멸망하기를 원했을 때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루흐 알마아니 2e_). 

2~1) 이브누 압바쓰는 o}부라합의 자손들이라 풀이하고 있다. 선지자 무함마드의 백성들을 믿음 
으로 인도하려 하였을 때 of부라합은 말하길 “나의 조카(무함마드)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 
면 나는 나의 자손으로 그 벌올 면제 받으리라”고 말하자 본 절이 계시되었다{무크타싸르 이 
브누 까씨르 690서). 아부라합에게는 3명의 들 우뜨바 무으따브，우테이바가 있었는데 두 
아들은 메카 정복의 날 이슬람에 귀의한 후 후네이나와 따이프 전투에 참가하였고 우테이바 
는 이슬람에 귀의하지 아니했다고 알울루씨는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118). 

4-1) 아부라합의 아내는 아비 수피얀의 여동생 움무자밀로 그의 남편과 더불어 선지자 무함마드 
를 박해하였다. 무하맘드가 가는 길마다 가시덤불을 갖다 놓아 상처를 입히곤 하였으며 사람 
들 사이에 모사와 중상모략을 꾸민 대표적 여성이라고 알울루씨는 말하고 있다(알울루씨 
263/30). 또 어느날 본 장의 말씀이 그녀의 남편 아부라합에게 전해졌을 때 그녀는 돌올 주 
어 카으바 신전에 of부 바크르와 함께 앉아있던 선지자 무함마드에게로 와 돌로써 선지자를 
때리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녀로 하여금 선지자를 볼 수 있는 시력올 빼앗아 버렸다고 
전하여 지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제20권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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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2장 이클라쓰 

메카에서 계시된 4절로 하나님의 속성，특히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신은 오로지 하나님 한분 밖에 없으며，하나 
님은 완전하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유대인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자손 
이 있다는 것과 기독교인의 삼위일체설 그리고 일부 불신자들이 주장 
하는 하나님에게 딸이 있다는 이 모든 욕된 불신을 배제하고 있다. 특 

히 본 장은 하나님의 유일신론을 총괄하고 있어 짧은 장이면서도 꾸 
란 전 내용의 삼분의 일에 해당하리만큼 가장 많은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 장이라 풀이되고 있다. 



제 112장 이클라쓰 : 1—4 1278 뼤i沒 

제 112 장 

비로우시고 자에로우신 
하나님의 이^으로 

1. 일러가로되 하나님은 단 한분 
이시고1〉 

2. 하나님은 영원하시몌> 

3. 성자와 성부도 두지 않으셨으 
몌》 

4. 그분과 대등한 것 세상에 없 
노라1》 

◦사나엊M>U-公 

6 쑈此必推 

©노u_ 

호 내며화 

1- 1) 일부 불신자들이 선지자에게 와서 말하길, “무함마드여! 그대 주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 
하여 주시요. 그대 주님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은，아니면 자바르자다<귀 감 
리석)，아니면 루비로 되어 있습니까?” 말했을 때，“일러 가로되…”라고 계시되었다고 풀이 
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제20권 p.117). 불신자들이 맏는 우상도 아니며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삼위일체(성부=성자=성신)의 신도 아닌 오직 한분밖에 없는 하나님 유일성을 강 
조하고 있다. 

2- 1) 모든 일에 있어서 인간이 귀착하는 곳은 곧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뿐이라는 의미로 풀 
이된다. 

3- 1) 유대인들은 아지르가 하나님의 oV들이라 주장하고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oV들이라 
주장하며 불신자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딸들이라 묘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정으로써 본 
절이 계시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120). 

4- 1) 이클라쓰장을 읽는 자는 꾸란 전테의 V3올 읽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디쓰는 전하고 있다. 
꾸란의 내용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한다면 유일신 사상과 규범 및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 바 
로 이클라쓰장은 유일신 사상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맘 아흐맡 및 이싸이가 전함). 그 
래서 이 장을 읽을 때의 보상도 꾸란 전체의 V3을 읽었을 때의 보상과 다름이 없다고 전하 
여 지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l2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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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3장 팔라고 

메카에서 계시된 5절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 
님께 보호를 구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초기에 계시된 장으 
로 미신타파와 자연현상으로 부터 오는 두려움과 공포，사악한 음모 
와 모사，시기와 질투에서오는 모든 종류의 재앙으로 부터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일러가로되，나는 동녘의 주님께 보호를 
구하며 에서 언급된「팔라끄」란 어휘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본다. 



제 113 장 팔라끄 : 1〜5 1280 

제 113 장 

^비로우시고 자세^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일러가로되 동녘의 주님께 보 
호를 구하며1 2ᅳ 

2. 창조된 사악한 것들의 재앙으 
로부터 보호를 구하몌> 

3. 어둠이 짙어지는 밤의 재앙으 
로부터 보호를 구하며 

4. 매듭으로 마술을 부리는 자들 
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며1> 

5. 시기하는 자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노라 

1- 1) 팔라끄 : 아침，새벽，여명기 즉 밤의 어둠올 깨고 하루가 시작하는 시각 

2- 1) 인간을 시험하기 위하여 창조된 사악한 모든 것 

q座^ 灰今-公 

6 째빼 

©고 따以效在 

©'화‘)>낮通!》느; 

4-1) 실로 매듭을 만들어 그 안에 바람을 불어 마술올 부리는 행위로 이 요술로써 믿음을 가진 자 
들을 괴롭혔고 또 남편과 아내 사이를 이혼케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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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4장 나 쓰 

메카에서 계시된 6절로 외적 현상에서 오는 유혹과 두려움 그리고 
내적 요인에 의하여 야기되는 유혹과 두려움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으 

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일러가로되，나는 인류의 주님께 보호를 
구하고 에서 언급된「나쓰」란 어휘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본다. 



제 114 장 

자비로우시고 자에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일러가로되 인류의 주님께 보 
호를 구하고1> 

2. 인류의 왕이며 

3. 인류의 신에게1> 

4. 인간의 흉중에 도사리는 사탄 
의 재앙을 

5. 인간의 가슴속에서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6. 영마와 인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나이다 

Q느홧 1(1各今-公 

6여松時功幻 少 

太切 U갖分 

I떼 

©내짐I 니;김5우드” 

Su與나쑈致 Ju수호 쇼산 

《농ᆻ松，;與。 

1-1) 팔라끄장에서는 미신과 특히 자연과 외적 현상에서 오는 유혹과 두려움에 대한 보호를 하나 
님께 구하였으나 본 장은 주로 인간의 내적 요인에 의하여 야기되는 유혹과 두려움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 

3-1)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음 3가지 견해에서 다투고 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의 주님이요 
창조주로써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에게는 그의 노력에 의하여 모든 일용할 양식을 얻도록 하 
였으며 외적 그리고 내적인 유혹과 두려움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께 구하도록 하고 있다. 둘 
째 하나님은 만물의 왕국을 지배하는 왕이요 통치자로써 인간의 모든 행위를 인도할 권능이 
있어 인간을 선으로 인도하기 위해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으며, 셋째 인간의 최후 목적지는 
하나님께로 귀의되며 인간이 현세에서 행하셨던 선과 악의 모든 업적을 계산하여 그에 따라 
보상과 옹벌을 주신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유혹과 사악에 대 
하여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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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 명 칭 
아랍어 고유명칭에 대한 영어 및 한글 표기 

아랍어 명칭 영어표기 한글 표기 
Allah 하나님 

아 담 
Ayyub Job 읍 
Dawood David -단 호 
Firon 파라오 
Habil 아 벨 
Haroon 아 론 

Shabar 샤 바 르 
Husein Shabir 사 비 르 
Ibrahim 아브라함 
고 yas Elias 엘 리아 

아므란 
Irued 냉 生 
Inshaq Isaac 이 삭 
Ismail 이 스마엘 
Isa Jesus 수 
Jalut Goliath 골 리야 
Jibred Gahriel 가브리엘 
Qabil Cain 카 인 
Lut Lot 롯 
M직juj Magog 마 고 
Mariyam 마 리 아 
Mkaed Michael 미 첼 
Msr 에 집 트 
Musa 모 세 
Nasrani Christian 기독교 

Noah 노 아 
Koran 꾸 란 

Saba Sheba 시 바 
Sulaiman Solomon 솔로몬 
Talut 사 울 
Taurat Torah 구 약 
Uzair 에즈라 
Yahudi Jew 유대인 
Yahiya John 존 
Yajuj Gog 고 그 
Yaqoub Jacob 야 곱 
Yunus Jonah 요 나 
Yusuf Joseph 요 셉 
Zakariva Zacharias 카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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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 색 인 

< -I > 

가난한 사람 CThe Poor) 
가난한 사람을 보살필 의무. 51 ： 19 ； 90 ： 14-17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지 않는 자의 말로. 效 : 35 ; 90 : 19-20 

가난한 사람에 대한 보살핌. 90 : 12-17 

자선은 가난한 사람에게. 9 ： 60 ； 2 ： 273 

가난한 사람에게의 자선은 모르게. 2 : 271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안에서 부유하게 된다. 24 : 32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게 구원하는 가난한 사람들. 35 : 15 

가브리엘 천사 (Gabriel) 
무함마드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다. 53 : 5 및 주해석. 

지혜를 가지고 나타나다. 53 : 6 및 주해석. 

지평선 가장 높은 곳에 있다. 53 : 7 및 주해석. 

가브리엘 천사의 적은 곧 하나님의 적. 2 : 97-98 

가브리엘 천사가 선지자를 돕다. 效 : 4 

하나님의 말씀 꾸란을 가지고 오다. 歎 : 193 및 주해석 ; 81 : 19-21 및 주해석. 

가정방문 (Visiting Home) 
허락없이 들어가지 말 것. 24 : 27-28 

가쉬야 (Gashiya) Sura 期 
가쉬야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88장 서문참조 

가피르 (Gafir) Sura 40 
가피르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40장 서문참조. 

까드르 (Qadr) Sura 97 
까드르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97장 서문참조. 

까프 (Qaf) Sura 50 
까프 명칭의 유래 : 제50장 서문참조. 

까마르 (Qamar) SDra 54 
까마르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54장 서문참조. 

까리아 (Al. Qaria) Sura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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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리아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101장 서문참조. 

까사스 (Qas^s) Sura 28 
까사스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28장 서문참조. 

간음 • 간통 (Adultery) 

간음을 해서는 안된다. 17 : 32 

간음에 대한 형벌. 4 : 15 ; 24 : 2 

간음죄 구성에 필요한 증거. 4 ： 15 ； 24 ： 4 

간음을 유도하는 눈의 시선금지. 24 : 30-31 

간음했다고 중상모략하는 자에대한 형벌. 24 : 6-9 

간음한 남 • 녀의 결혼. 24 : 3 

강도 (Robbers) 

강도에 대한 형벌. 5 : 41 

까다르 (Qadar) Sura 97 
까다르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야장 서문참조. 

깔람 (Qalam) Sura 68 
깔람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燃장 서문참조， 

결혼 (Marriage) 
다신론자와의 결혼금지. 2 : 221 

4명의 부인을 둘 수 있는 조건. 4 : 3 

1명의 부인만을 두는 것이 원칙. 4 : A 130 

금지된 결혼. 4 : 22-24 

신앙을 가진 여성이 없올 경우. 4 : 25 

성서들을 믿는 사람과의 결혼. 5 : 6 

간음한 자들의 결혼. 24 : 3 

결혼이 금지된 여성들. 4 : 23-25 

결혼할 능력이 없더라도 순결은 지켜져야. 24 : 33 

결혼 지참금 (Dowry) 

결혼전에 지참금 금액이 결정되어져야 한다. 4 ： 4, 25 

지참금이 환불되는 경우. 2 ： 237 ； 4： 25 

겸손 (Humility) 

교만과 거만은 금지된 행위. 31 : 19 

그림자도 하나님께 겸손함을 보인다. 13 : 15 

겸손때문에 구걸하지 아니하다. 2 : 273 

계시 (Revelation》 
예언자 무함마드와 그밖의 예언자들에게 내려진 계시. 4 : 1效-164 ； 6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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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38 ； 28 ： 7 

직접계시. 4 : 164 

계시의 방법과 형태. 42 : 51 

예언자의 언어로 계시되다. 14 : 4 
계시는 하나님이 선택한 예언자들에게만. 16 : 2 
하나님의 계시(능력)는 생물과 무생물에게도 16 : 秘 

계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2 : 97 

계약 (Contracts) 
계약은 서식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2 : 282 
계약에 필요한 2명의 증인. 2 : 282 
계약의 이행. 5 ： 1 ； 9 ： 4 
계약의 이행거절. 8 : 58 

불신자와의 계약. 9 : 7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9 : 12 

고라 (C治run》 
고라는 모세의 백성. 我 : 76 

고라를 멸망시키다. 1安> : 效 
고라의 오만. 29 : 39 

고아 (Orphans) 
고아에 대한 학대금지. 93 : 9 

고아를 보살핌. 2 ： 220 ： 4 ： 6 
고아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 90 : 15-16 
고아의 재산은 보호되어야. 4 ： 2 ； 6 ： 152 ； 17 ： 34 

고아의 재산을 착복하는 자의 말로 4 : 10 
위탁받은 고아의 재산은 돌려줘야. 4 : 6 
고아에 대한 공정한 대우. 4 : 127 

고리대금업 (Usury》 
고리대금업 금지. 2 : 275-276 ； 3 ： 130 

고운 말 (A Goodly Word) 
훌륭한 한마디의 말을 비유하사_，뿌리는 땅속으로> 가지는 하늘로 맺은 한 
그루의 나무와 같은 것. 14 : 24 

골리앗 (Goliath : Jalut) 
골리앗을 이기다. 2 : 249-250 
공동체 (Ummah) : 움마참조. 

ᄍ (Widow) 
과부가 된 시점부터 4개월 10일이 지나야 재혼. 2 : 234 

과부와의 결혼은 합법적인 것. 2 : 235 

과일 (Fr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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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과일을 맛보다. 43 : 73 

온갖 종류의 과일이 있는 곳. 47 : 15 
과일을 먹으라, 77 : 43 

구걸 (Begging) 
겸손 때문에 구걸을 하지 않다. 2 : 273 

구름 (The Clouds) 
구름을 보내 비를 내리게 하다. 15 : 22 ; 24 : 43 
구름이 비가 되게 하여 대지에 생명을 심어주는 것은 하나님 유일신의 존재 

증거. 2 : 164 

구약성경 (Old Testament) 
모세에게 구약이 계시되다. 3 : 3 ; 6 : 154 ; 23 : 49 ; 我 : 43, 37 : 117 
구약의 율법을 예수에게 가르치다. 3 : 48 및 주해석 ; 5 : 113 
구약이 계시되기 전 허용된 음식. 3 : 93 
구약 안에는 인간을 위한 빛과 복음이 있어. 5 : 47 

모세의 백성들이 구약의 율법을 따로지 않다. 5 : 69 

구약에서 무함마드가 예언자로 온다고 예언, 7 ： 157 ； 48 ： 29 

구원 (Salvation) 
악을 멀리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며. 19 : 72 
예배와 기도를 통한 구원. 2 : 1效 
자신의 정화를 통한 구원. 91 : 9 
순종을 통한 구원. 39 : 54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서 영생. 11 : 108 
구원받은 자에게는 끊임없이 보상이. 95 : 6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모든 성서들을 믿어야. 2 : 4 

꾸라이쉬 (QuraisW Sura 106 
꾸라이쉬 대상이 보호를 받다. 106 : 1-2 

꾸라이쉬 명칭의 유래 : 제106장 서문참조. 

꾸란 (Qur^n)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것을 창출할 수 없어. 2 : 23 ; 10 : 38 ; 11 : 13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것. 41 : 2 ; 27 : 6 ; 55 : 2 ; 32 : 3 ; 沈 : 31 
아랍어로 계시된 것. 13 : 37 ; 41 : 3, 44 ; 42 : 7 ; 26 : 1沈 
꾸란은 점진적 • 단계적으로 계시됨. 17 ： 106 ； 25 ： 32 ； 76 ： 23 
꾸란 낭송전에 하나님의 보호를 구할 것. 16 : 98 
예언자들의 성서에 언급이 되었다. 26 : 196 
이스라엘 후손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표명. 27 : 76 
계시된 목적. 16 : 64 

보상을 받을 사람과 경고를 받을 사람. 17 : 9-10 
일점의 왜곡됨이 없는 진리. 18 : 1-2 

마음의 치료약. 10 ： 57 ； 17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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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복받은 밤에 계시되다. 44 ： 3 ； 97 ： 1-5 

만인을 위한 메세지. 81 : 27 
읽는 방법과 학습법. 75 : 16-18 
서판에 보관된 것. 紋 : 22 

꾸란속의 예언들 (Prophecies in the Quran) 
무덤으로 들어간 후 무덤으로부터 나가는 것, 17 : 80(주해석) 
무함마드가 메카로부터의 메디나로 이주하는 것. 17 : 粉(주해석) ; 我 : 奴(주 

해석) 
바드르 전투와 무슬림의 승리. 30 : 5(주해석) ; 54 : 45(주해석) 

로마의 멸망, 30 : 2 
페르시아에 대한 승리. 30 : 3-4(주해석) 
파라오가 이스라엘인들을 이집트로부터 추방. 17 : 103-104 
야우주즈(고구)와 마으주즈(마고구) 출현과 그후 상황. 21 : 96-104 

유대인들의 굴욕. 3 : 112 

금지된 음식 CTTie Prohibited Foods) 
죽은고기. 2 ： 173 ； 5 ： 4 ； 16 ： 115 ； 6 ： 145 
동물의 피. 2 : 173 ; 5 : 4 ; 16 : 115 ; 6 : 145 
돼지고기. 2 ： 173 ； 5 ： 4 ； 16 ： 115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않은 고기. 2 ： 173 ； 5 ： 4 ； 16 ： 115 ； 6 ： 145 

； 6 ： 121 

제단에 바친 음식. 2 : 173(주해석) 
야수에 물려 죽은 동물의 고기. 5 : 4 

목졸라 죽인 동물의 고기. 5 : 4 
때려서 죽은 동물의 고기. 5 : 4 
떨어져 죽은 동물의 고기. 5 : 4 
서로 싸우다가 죽은 동물의 고기. 5 : 4 

점술로 잠은 짐승의 고기. 5 : 4 

금지된 음식이지만 허용되는 경우 (When the Prohibited are Allowed) 
기아의 상태로 생명이 위독할 때. 2 : 173 및 주해석 ; 16 : 115 ; 6 : 145 
무의식 중에 먹었을 경우. 2 : 173 및 주해석 ; 16 : 115 ; 6 : 145 

금요예배 (Friday Prayer) 
아잔이 울리면 서둘러 상거래 중단. 62 : 9 

기록서 (The Book of Deeds) 
인간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 18 : 必 ; 54 : 我-53 

죽은자를 소생시켜 그의 기록서를 보여주다. 36 : 12 

기간 (A Term Appointed) 
모든 백성의 운명에 대한 기간은 정해져 있어. 7 : 34 ; 10 : 49 

주님 앞에서의 하루는 천년과 갈다. 22 : 47 

정하여진 기간은 어느 누구도 유예시킬 수 없어. 16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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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Prayer) 
바른 길로 인도하여 달라는 기도. 1 : 2-7 

평화와 양식을 달라는 아브라함의 기도. 2 : 126 
경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기도. 2 : 128 

현세와 내세에서 축복을 구하는 기도. 2 ： 201 ； 7 ： 156 
불신자에 대항하도록 도움을 청하는 기도. 2 : 250 

용서를 구하는 신앙인의 기도. 2 : 285 

마음이 방황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신앙인의 기도. 3 : 8 
죄의 용서를 비는 기도. 3 : 16 

신의 은총을 비는 예수 제자들의 기도. 3 : 53 
지옥에 들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기도. 3 : 191 
압박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 4 : 75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여 달라는 모세의 기도，5 : 28 
음식이 마련된 식탁을 주어 시종일관 축제가 되게 하여 달라는 예수의 기도. 

5 : 117 

잘못의 용서를 비는 아담과 이브의 기도. 7 : 23 
압제자들을 멸망시켜 달라는 기도. 10 : 90 
타고 있는 배의 안전을 위한 기도. 11 : 41 
승차하고 있을 때 안전을 위한 기도. 43 : 13-14 

자신과 자손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 14 : 35-41 
부모를 위한 기도. 17 : 24 

출입을 할 때의 기도. 17 : 80 

지식을 더하여 달라는 기도. 20 : 114 
재앙으로부터 구하여 달라는 욥의 기도. 21 : 83 

유혹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 23 : 97 
아내와 자손을 위한 기도. 25 : 74 
용서를 비는 모세의 기도. 28 : 16 
광대한 왕국을 내려달라는 솔로몬의 기도. 28 : 35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46 : 15 
허약할 때의 기도. 54 : 10 
모든 신앙인들을 위한 기도. 71 : 28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기도. 113 : 125 ； 114 : 1-4 

기독교 (Christianity)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신으로 섬김으로서 신법을 벗어난 기독교인들. 4 : 171 

; 9 : 31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9 : 30 
예수를 신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 5 : 75 
삼위일체의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5 : 76 
대신 속죄할 수 없어. 53 : 38 

끼야마(Qiy초ma) SOra 75 
끼야마 명칭의 유래 : 제75장 서문참조. 

길 (The Straight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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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西街名^安街按^백^^켜^찌f1대^fi뒤抑此호免호松幻i 
I 亡^^^^^^^^^^^^■■■ 按^K因因토^好^^^想 

바른 길로 안내하는 기도* 1 : 6 
이것만이 바른 길. 6 : 153 
그 길은 아브라함의 길. 6 : 161 

무함마드는 바른 길을 걷는 예언자. 36 : 3-4 
꾸란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성서. 5 : 18 

나바아 (Nate) SCira 78 
나바아• 명칭의 유래 : 제78장 서문참조 

나디르 (tsladfr) 
추방당한 유대인 부족. 59 : 2(주해석) ; 39 : 11 및 주해석 

나을 (Naml) SOra 27 
나믈 명칭의 유래 : 제27장 서문참조_ 

나스 (tsids) SOra 114 
나스 명칭의 유래 : 제114장 서문참조 

나스르 (Nasr) SOra 110 
나스르 명칭의 유래 : 제110장 서문참조 

나지야트 (N^zi^t) SOra 79 
나지야트 명칭의 유래 : 제79장 서문참조 

나즘 (Najm) SOra 53 
나즘 명칭의 유래 : 제我장 서문참조. 

나홀 (Nahl) SOra 16 
나흘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16장 서문참조 

나팔 (Trumpet) 
이스라펠이 두번째로 부는 나팔. 6 : 73 및 주해석 ; 18 : 99 ; 20 : 102 ; 5 

: 101 

첫번째 나팔은 죄인들을 놀라게 하는 공포의 나팔. 27 : 87(주해석) 
두번째 나팔은 천둥과 광음의 나팔. 27 : 87(주해석) 
세번째 나팔은 주님께로 부활하는 나팔. 27 : 87(주해석) 
죽음을 담당하는 이스라펠의 나팔. 36 : 51(주해석) 
두번째 나팔이 울리면 하늘과 대지위의 생명들이 죽는다. 39 : 68(주해석) 
경고의 나팔. 50 : 20 
세상이 파괴되는 신호. 效 : 13(주해석) 

무덤속의 모든 피조물이 밖으로 나오는 나팔. 78 : 18(주해석) 

부활을 알리는 나팔소리. 74 : 8 및 주해석 

18 ： 99 ； 20 ： 102 

87( 주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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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타 (Camels) 
하나님 예증으로서의 암낙타. 7 ： 73 ； 17 ： 59 
암낙타가 물을 마실 권리가 있을 것이다. 26 : 1技 및 주참조 
낙타를 해치지 말라. 26 : 156 

낙타를 살해한 후 후회. 26 : 157 

새끼밴 암낙타가 보호받지 못하고. 81 : 4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 7 : 40 

남성《Men) 
남성은 여성의 보호자. 4 : 34 

남성이 4명의 부인을 둘 수 있는 조건. 4 : 3 및 주해석 
남녀의 평등. 3 ： 195 ； 33 ： 35 ； 57 ： 12 

낭비 (Waste) 
낭비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하다. 6 : 141 
사치와 과식은 낭비. 7 : 31 
낭비하지 말고 불쌍한 사람을 도울 것. 17 : 26 
낭비하는 자는 사탄의 친구. 17 : 27 

내세 (Life Hereafter) 
내세를 거역하는 자 큰 손실을 볼 것이다. 6 : 31 

내세에 가면 평온한 안식처가 마련되어 있어. 6 : 127 
내세에서 받을 보상은 현세의 업적에 따라. 17 : 13-14 ; 21 : 94 ; 43 : 粉 ; 

45 ： 30 ； 50 ： 18 ； 82 ： 10-11 ； 效 : 9-18 
내세를 믿는 것이 진정한 신앙. 2 : 177 
내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다. 6 : 31 

내세를 부정하는 자는 그의 영혼을 잃은 자다. 7 : 53 

내세는 현세보다 더 좋은 곳. 93 : 4 
내세에서 삶은 영원한 것. 35 : 35-36 ； 66 ： 9 
내세를 부정하는 자의 말로. 6 : 31 

내세에 가면 예언자들도 질문을 받는다. 7 : 6 및 주해석. 

노아 (NOh) Sura 71 
노아 명칭의 유래 : 제기장 서문참조. 
노아에게도 계시가 있었다. 11 : 36 

방주를 만들라는 계시받다. 11 : 36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다. 11 : 37 

대홍수가 일기 시작하니 각 짐승의 자응 한쌍씩을 방주에 태우다. 11 : 40 
노아의 아들은 방주에 오르기를 거역하다. 11 : 42-43 
방주는 사람과 짐승 및 물건으로 가득차다. 26 : 119 
예언자로 선택을 받다. 3 : 33 

노아가 백성들에게 설교하다. 7 ： 59 ； 10 ： 71 ； 11 ： 25-26 ； 23 ： 23 ； 71 ： 
1-20 

노아의 백성이 그를 배척하다. 7 ： 64 ； 10 ： 73 ； 11 ： 27 ； 23 ： 24 
노아가 방주를 만들자 사람들이 그# 조롱하다. 11 : 38 

■醜■Mm，接，■頭_2_臣，理 數^識陷菌^因^■錢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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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아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 기도하다. 11 : 45 
노아의 아들은 그의 불신으로 구제받지 못함. 11 : 46 

믿음을 부정한 노아의 아내도 구제받지 못함. 效 : 10 

노예 (Slaves》 
노예해방. 2 ： 177 ； 4 ： 92 ； 5 ： 92 ； 90 ： 13 

논쟁 (Argument)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16 ： 125 ； 29 ： 46 

누르 (NOr) SQra 24 
누르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24장 서문참조. 

눈 (Eye》 
인간이 저지른 모든 행위에 대해 증언하다. 41 : 21-23 

니싸아 (Nis^) Siira 4 
니싸아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4장 서문참조. 

< 1= > 

다윗 (David) 
다윗이 골리앗을 살해하다. 2 : 251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다. 6 : 84 

다윗의 지혜. 21 : 78 

다윗이 최초로 갑옷을 만들다. 21 : 歎 및 주해석 ; 34 : 10 

다윗이 쇠를 반죽처럼 다투다. 34 : 10 및 주해석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을 강하게 하다. 38 : 20 

다윗을 지상의 -대리자로 두다. 38 : 26 

솔로몬이 다윗을 상속하다. 27 : 16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다. 27 : 15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다. 34 : 10 

산과 새들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다. 21 ： 79 ； 34 ： 10 ； 38 ： 18-19 

다윗이 재판하다. 38 : 24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다. 38 : 24 

다윗과 솔로몬이 농작물 사건을 재판하다. 21 : 79-歎 
하나님이 다윗에게 시편을 내리다. 17 : 55 

따리끄 (Tarlq) Sura 期 
따리끄 명칭의 유래 : 제效장 서문참조. 

따하 (Taha) Sura 20 
따하 명칭의 유래 : 제20장 서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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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Fasting) 
단식은 정해진 라마단 달에. 2 : 184 

병중이거나 여행중일 때의 단식. 2 : 1紋 
단식중 밤의 부부생활은 허용. 2 : 187 

하얀실이 검은실과 구별되는 아침까지는 먹고 마셔도 되나. 2 : 187 

달 (Month) 
열 두 달을 1년으로 하다. 9 : 36 
4개월은 성스러운 달. 9 : 36 및 주해석 

달 (Moon) 
초생달은 시간계산의 기준. 2 : 189 

이슬람의 음력제도. 2 : 189 
달의 운행. 36 : 39-40 
일식과 월식의 예언. 75 : 9 

달빛은 태양빛이 반사된 것. 71 ： 16 ； 91 ： 2(주해석) 
심판의 날이 가까오면 달이 둘로 나누어지다. 54 : 1 및 주해석 

딸라끄 (Tafeq》Sura 65 
딸라끄 명칭의 유래 : 제紋장 서문참조. 

대지《Earth》 
대지가 다른 것으로 변하다. 14 : 48 
대지는 일용할 양식의 근원지. 15 ： 20 ； 26 ： 7 ； 77 ： 27 ； 79 ： 31 
대지안에 모든 것을 균형되게. 15 : 19 

대지는 살아있는 인간의 주거지. 77 : 25 
대지는 죽은자의 무덤. 77 : 26 
대지는 하늘과 함께 엿새에 걸쳐 창조된 것. 11 : 7 ; 33 : 4 

이틀만에 만들어진 대지. 41 : 9 
하늘이 창조된 후 대지가 만들어짐. 79 : 28-30 
사람이 다루기에 쉼도록 창조. 67 : 15 

대지의 격동. 99 : 1-6 

도박 (Gambling) 
도박은 죄악. 2 : 219 

도박은 사탄의 행위. 5 : 93-94 

도둑 (Theft) 
도둑질한 두 남 • 녀의 손을 자를 것. 5 : 41 

도시 (Cities) 
멸명된 도시들. 69 : 9 

성역이 된 도사 27 : 91 

돼지고기 (Flesh of Swine) 
돼지고기를 먹지말라. 2 ： 173 ； 5 ： 4 ； 6 ： 145 ； 16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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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비 (Showers of Stones) 
하나님이 롯의 백성에게 돌풍의 소나기를 보내 멸망시키다. 54 : 34 

동물 (Animal) 
동물도 공동체의 일부. 6 : 38 

인간의 일용할 양식으로 창조 16 : 5 
물건을 나르는 운반용으로 참조. 16 : 7 
탈 것으로 창조« 16 : 8 

짐승 몰이용으로 창조« 16 : 6 

동굴 (Cave) 
무함마드가 피신하여 있던 동굴. 9 : 40 및 주해석 
동굴의 백성과 그 기록에 관한 이야기. 18 : 9-22, 25-26 

동성연애 (Homosexual Love) 
동성연애 금지. 7 ： 81 ； 27 ： 55 

두하 (Dhuha) Sura 93 
두하 명칭의 유래 : 제93장 서문참조* 

두칸 (Dukhan) Sura 44 
두칸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44장 서문참조_ 

두려움 (Fear) 
천국은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자를 위해 마련된 곳. 98 : 8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 3 : 102 
기독교인，유대인 그리고 이슬람인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4 : 131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4 : 11 

사람을 두려워 해서는 아니되는 것. 3 : 175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두려움도 슬픔도 없다. 2 : 38 
꾸란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과 슬픔이 없어. 2 : 62 
구약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과 슬픔이 없아 2 : 62 
기독교인들은 두려움과 슬픔이 없어. 2 : 62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바치는 사람은 두려움과 슬픔이 없어. 2 : 2^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두려움과 슬픔이 없어. 2 ： 277 ； 6 ： 48 ； 7 

: 35 

뚜르 (Tur) SOar 52 
뚜르 명칭의 유래 : 제52장 서문참조_ 

《 S》 

라합 (Lahab) Sura 1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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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마사드 (Masad)라고도 함. 
마사드 명칭의 유래와 그 밖의 명칭들 : 제ill장 서문참조. 

라일 (LaiO Sura 92장 
라일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92장 서문참조. 

라트 (Ut》 
메카 불신자들이 숭배했던 우상. 53 : 19 및 주해석 

라아드 (R的》SOra 13 

라아드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13장 서문참조 

라흐만 (Rahman) Sura 55 

라흐만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55장 서문참조. 

라마단 (Ramadan) 

꾸란이 계시되기 시작한 달. 2 : 185 
단식을 하는 달. 2 : 185 

로움 (Roum) Sura 30 

로움장이 계시된 시기 : 제30장 서문참조. 

롯 (Lot) 

롯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다. 6 : 86 

롯을 예언자로 보내다. 7 ： 80 ； 27 ： 54 ； 37 ： 133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다. 7 : 83 및 주해석 ; 15 : 59-60 ； 

26 ： 171 ； 27 ： 57 ； 37 ： 135 
롯은 자신과 그의 딸이 순결하다는 것을 선언. 11 : 78 
천사들이 롯을 보호. 11 : 81 
어둠을 타고 떠날 때 뒤돌아 보지 말라는 멸령을 받다. 11 : 81 ; 15 : 校 
롯을 축복받은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보내다. 21 : 기 및 주해석 
롯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다. 21 : 74 
롯의 백성이 그를 거역. 26 : 160 
롯이 그의 아내를 구제하여 달라고 기원하다. 26 : 169 

동성연애를 질책하다. 27 : 55 
롯은 아브라함을 따르다. 29 : 26 및 주해석 
롯이 음란한 행위를 질책하다. 29 : 28 

롯의 백성들이 보아 사악한 행실. 26 ： 167 ； 27 ： 56 

백성들이 롯을 추방하려 하다. 26 ： 167 ； 27 ： 56 
롯이 그의 딸들을 소개하다. 15 : 71 

롯의 백성 돌비에 망하다. 15 ： 74 ； 26 ： 173 ； 27 ： 58 ； 54 ： 34 
롯의 아내들 노아의 아내에게 비유하다. 效 : 10 

롯을 배척하는 것은 다른 예언자들을 배척하는 것과 갈다. 54 : 33 

루끄만 (Luqman) SOra 31 

루끄만 명칭의 유래 : 제31장 서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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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끄만에게 지혜를 주다. 31 : 12 
루끄만이 그의 아들에게 훈계하다. 31 : 13 

《 □》 

마나트 (Man^t) 

메카 불신자들이 숭배했던 우상. 53 : 20 

마드안 (Madyan) 백성 
마드얀 백성에게 슈와이브룰 예언자로 보내다. 7 : 紋 ; 11 : 84 ; 29 : 36 

마루트 (Martrt》 
바벨 왕국 시절 하나님의 시험올 받다. 2 : 102 

마리아 (Mary) 

마리아가 탄생하다. 3 : 36 
마리아는 순결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다. 3 : 37 

12세 때까지 성전에서 양육되다. 3 : 37(주해석〉 
하나님의 보호속에서 성장하다. 3 : 37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탄생할 것이 예언. 3 ： 39, 3 ： 45 

마라이에게 하나님의 특별은혜가 부여되다. 3 :42 및 주해석 
남자의 몸을 스치지 않고 어떻게 아이를 갖느냐고 묻다. 3 : 47 ; 19 : 20 

출산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다. 19 : 23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오니 사람들이 간음한 여자로 조롱. 19 : 27 

마리암 (Maryam or Mary) Sura 19 

마리아 명칭의 유래 : 제19장 서문참조. 

마아리즈 (Maarij) Sura 70 

마아리즈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70장 서문참조 

마이다 (M^ida) Sura 5 

마이다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5장 서문참조 

마운 (Maun) Sura 107 

마운 명칭의 유래 : 제107장 서문참조 

마음 (Heart) 

마음을 봉하다. 18：57；30：59；40：35；42：24；63：3 

장님이 되어버린 마음. 22 : 46 

맹세 (Oaths) 

고의적인 아닌 맹세는 책망받지 않는다. 2 : 235 
하나님의 이름을 빌린 맹세는 선행과 정의에서만. 2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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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위한 맹세. 2 : 227 
기만의 수단으로서의 맹세에는 무서운 재앙이. 16 : 94 

자선을 거절하는 맹세 금지. 24 : 22 
맹세보다는 마음을 계산. 5 : 92 

맹세를 기만하지 말라. 16 : 92 

메시아 (Messiah) 

메시아는 하나님의 종됨 이상으로 자만하지 않음. 4 : 172 

메시아 예수의 소식. 3 : 45 

매카 (Mecca) 

메카는 축복받은 박카. 3 : 96 

메카에는 아브라함의 발자국이 있는 곳. 3 : 97 

메카는 안전한 도읍. 95 : 3 
아브라함이 메카의 평화와 안전을 기원하다. 2 : 126 ; 14 : 35 
하나님이 메카를 성역으로 하다. 27 : 91 
무함마드가 메카로 돌아갈 것이라 예정. 28 ： 85 ； 90 ： 2 

메카는 안전한 성역. 28 : 57 

제일의 사원이 있는 곳. 3 : 96 

모범 (Pattern of Conduct) 
가장 훌륭한 모범은 무함마드 예언자의 모범. 33 : 21 
따라야 할 탁월한 아브라함의 모범. 60 : 4 

모세 (Moses) 

모세의 신비에 관한 얘기. 19 : 52 
모세의 기도로 아론이 예언자가 되다. 19 : 53 

이스라엘을 파라오의 박해와 속박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모세 보냄. 28 : 5 
이스라엘에 권능을 부여하기 위해 모세 보내다. 28 : 6 

모세의 탄생과 상자속에 넣어 강으로 던져지다. 20 ： 39 ； 28 ： 7 
예언자로 선택되리라는 예언. 28 ： 7 ； 20 ： 13 
파라오의 가문이 모세를 건져올려 양육하다. 28 : 8 

모세가 유모의 젖을 거부하자 그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20 ： 40 ； 28 
: 12 

모세가 성장하자 총명함과 지혜를 받다. 28 : 14 
모세가 이집트인을 때려 죽게하다. 28 : 15 

회개하는 모세. 28 : 16-17 
파라오의 족장들이 모세를 살해하려고 음모하다. 28 : 20 
이집트를 떠나라는 충고를 받다. 28 : 20 

모세 마드얀으로 떠나다. 20 ： 40 ； 28 ： 22 
마드얀의 우물가에서 가축에 물을 먹이는 두 여인을 도와주다. 28 : 我-24 

모세는 마드얀에서 8년간 가족을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결혼을 제의받다. 28 : 
27 

기간을 채운 모세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다. 28 : 29 
여행중 뚜르 산 방향에서 불을 발견하다. 28 ： 29 ； 20 ： 10 ； 27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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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는 겁에 질리다. 7 ： 107 ； 20 ： 20 

; 27 : 10 ; 我 : 31 
모세의 손이 하얗게 되다. 7 : 108 ; 20 : 22 ; 我 : 我 
모세가 파라오에게 보인 아홉가지의 기적. 7 ： 133 ； 17 ： 102(주해석》; 27 : 

12 
모세가 아론에게 구원을 청하다. 20 : 29-35 ; 26 : 13 ; 我 : 33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가라는 명령을 받는다. 20 : 42-44 ； 26 : 15-17 
모세와 아톤이 파라오에게 설교하다. 7 : 104-106 ； 10-75-78 : 17 : 101-102 
모세가 파라오와 토론을 벌이다. 20 : 必-我 ; 26 : 18-33 

파라오는 모세에게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하다. 7 ： 106 ； 26 ： 31 

모세는 증거를 내보이다. 7 : 107-108 ； 79 ： 20 
파라오는 마법사를 불러 모세에게 대항하게 하다. 7 : 111-116 ; 20 : 效 ; 26 

: 36-40 
마법사들이 속임수를 쓰다. 7 : 116-117 
마법사들은 자신들이 졌다는 것올 인식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다. 7 : 

120-122 ； 20 ： 70 ； 26 ： 46-48 

이 사실을 알아차란 파라오가 모세를 살해하려 하다. 40 : 26-27 
파라오 백성들에 대한 형벌. 7 : 130-135 
집을 예배장소로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10 : 87 
파라오와 족장들에게 형벌올 내려달라고 모세가 기도하다. 10 : 粉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빠져나가라는 명 

령을 받는다. 26 : 53 

파라오가 추격하였으나 물에 익사하다. 44 ： 24 ； 10 ： 90 ； 2 ： 50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무사히 바다를 건너다. 10 ： 90 ； 2 ： 50 
파라오가 익사하면서 모세의 신을 믿다. 10 : 90 
모세가 40일간 산으로 불리어 가다. 2 : 51 ; 7 : 1松 
모세가 산상에서 성령의 불빛을 보다. 20 : 10-11 
시나이 산 계곡에서 율법을 계시받다. 20 : 12 및 주해석 ; 7 : 144 

모세가 하나님 형상을 보여달라고 하다. 7 : 143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서판을 주시다. 7 : 145 
모세가 돌아와 분노하고 슬퍼하며 사마리인들을 나무라다. 7 ： 150 ； 20 ： 

95-97 
모세는 그의 족장 일흔 사람을 선발하여 산 중턱으로 데러가다. 7 : 154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하다- 5 : 幻 및 

주해석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암소 한마리를 회생시키라고 명령하다. 2 : 67 

모세가 신비의 스승을 만나다. 18 : 效)-效 
모세에 대한 험담이나 중상을 금지. 33 : 69 

모세의 누이. 20 : 39 및 해설 

모세의 서판 (Tablets of Moses) 

만사에 관한 율법이 기록된 서판. 7 : 145 
서관을 던지며 하룬의 머리를 잡다. 7 : 150 및 주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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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 (Mosque) : 성원참조 

몸을 깨끗이 함 (Ablution)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몸을 깨끗이 해야한다. 4 ： 43 ； 5 ： 7 

무다씨르 (Muddaththir) SOra 74 

무다씨르 명칭의 유래 : 제74장 서문참조_ 

무덤 (Grave》 
영적 삶으로 가기 위해 거쳐가는 곳. 80 : 21 

모든 무덤이 열리어질 것이라. 82 : 4 
무덤속에 있는 시체들이 밖으로 나오다. 100 : 9 

무나피쿤 (Mun^fikun) SOra 63 

무나피쿤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63장 서문참조. 

무르쌀라트 (Mursal^it) SOra 77 

무르쌀라트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규장 서문참조 

무슬림 (Muslim) 

아브라함이 가장 올바른 무슬림이었다. 3 ： 67 ； 2 ： 136 

하나님만을 믿었던 이스마엘과 이삭은 무슬림이다. 2 : 136 
하나님만을 믿었던 야곱，모세，예수는 무슬림이다. 2 : 136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인을 무슬림이라 한다. 21 : 108 ; 10 : 73(주해석) ; 
29 : 46 

성월달에는 싸움이나 전쟁이 무슬림에게 금지되다. 2 : 218 
성월달이라 하더라도 적의 공격이 있을 때는 무슬림에게 전쟁허용. 2 : 218 
꾸란은 하나님을 믿는 무슬림을 위한 성서. 16 : 期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 하셨다. 22 : 78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은 무슬림이다. 10 : 90 

무으민 (Mu'minun) SOra 23 

무으민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我장 서문참조. 

무자달라 (l^kij^dala) SOra 58 

무자달라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我장 서문참조. 

무잠밀 (Muzammil) SOra 73 

무잠밀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73장 참조 

무타피핀 (Mutafifin) SOra 期 
무타피핀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效장 서문참조. 

무함마드 (Muhammad) Sura 47 

무함마드 명칭의 유래 : 제47장 서문참조 
예수가 자기 후에 무함마드란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을 것이라 예언. 61 : 6 
주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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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함마드는 인간으로서 선지자에 불과. 3 ： 144 ； 18 ： 110 ； 48 ： 29 

이스라엘 자손은 무함마드가 예언자로 올 것이라 증언. 46 : 10 및 주해석 
무함마드는 교육을 받지 못한 무학자. 7 ： 157 ； 62 ： 2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다. 53 : 5 및 주해석 
하나님이 무함마드에게 최초의 계시를 내리다. 96 : 1 

무함마드에게 내려준 꾸란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다. 47 : 2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선지자. 48 ： 29 ； 33 ： 40 

무함마드는 최후의 예언자로 그 이후에는 예언자가 오지 않는다. 33 : 40 

무함마드는 만백성을 위한 예언자로 오다. 34 ： 28 ； 21 ： 107 

만인을 위한 모범자로 무함마드를 보내다. 33 : 21 

하나님과 천사들이 무함마드를 축복하듯이 신앙인들도 그를 축복하고 경중한 
인사를 드리라. 33 : 56 

여성들이 외출할 때 베일을 쓰도록 권고하라는 계시를 받다. 33 : 59 

하나님은 무함마드를 증인，복음의 전달자，경고자로서 보내다. 48 : 8 

무함마드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파. 47 : 19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예증들을 보다. 53 : 18 및 주해석 
망토를 걸친 무함마드. 74 : 1 ; 花 : 1 

무함마드를 선지자로 보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고 그것을 가르치도 
록 하기 위해 62 : 2 

무함마드에게 그 이상의 여성과 결혼이 금지되다. 33 : 52 

하람사원에서 아끄사 사원까지의 여 행. 17 : 1 

하늘로의 여행(미라지). 53 : 8-13 및 주해석 
하나님과 천사들의 축복을 받다. 33 : 56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하다. 9 : 40 

무함마드의 아내 (Wives of Muhammad) 

무함마드의 아내는 무슬림들의 어머니와 같다. 33 : 6 

무함마드의 부인들과 결혼금지. 33 : 53 

무함마드 아내들이 갖추어야 할 품행과 지위. 33 : 30-33 

세속적인 욕망에 강요받는 무함마드의 아내들. 33 : 29 

무함마드의 아내도 인간. 66 : 1 및 주해석 
무함마드가 그의 부인들과 얼마동안 관계 단절. 66 : 1(주해석) 
예언자가 그의 한 부인에게 비밀을 얘기하자 그 비밀을 타인에게 말해버리다. 

66 : 3 

부인 아이샤의 무례함이 심각한 사건을 야기. 66 : 1(주해석) 
위선자들이 아이샤를 중상모략하다. 24 : 11 및 주해석 ; 24 : 16 

아이샤는 누명을 벗다. 24 : 16 

자이나브와 결혼하다. 33 : 37 및 주해석 
무함마드의 아내들. 33 : 28(주해석〉 

무화과 (Fig)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과실중의 하나. 沈 : 1(주해석) 

물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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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를 생동케 하는 것. 2 : 164 ; 16 : 效 ; 28 : 幻 ; 30 : 24 

물이 없을 때는 깨끗한 흙으로 상징적 우두를 하라. 4 : 43 ; 5 : 6 
모든 종류의 식물을 생성케 하고. 6 : 99 

모든 종류의 열매를 생산케 하고. 14 ： 32 ； 33 ： 27 
물을 인간의 음료수로 보냄. 16 : 10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 21 : 30 

동물도 물에서 근원. 24 : 45 
축복받은 물. 50 : 9 

물크 (Mulk) SOra 67 

물크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67장 서문참조. 

뭄타히나 (Mumtahina) SCira 60 

뭄타히나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歎장 서문참조. 

미으라즈 (Mi句 : 승천》 
무함마드가 승천하여 가브리엘을 보다. 53 ：11-12 및 주해석 
하람사원에서 아끄사 사원으로 성천하다. 17 : 1 및 주해석 

민족 (Nations) 

사악한 민족은 하나님의 안내를 받지 못함. 2 ： 258 ； 3 ： 86 ； 5 ： 51 ； 5 ： 67 
하나님을 부정한 민족은 하나님의 안내 받지 못함. 2 : 264 
정하여진 기간이 만료된 민족의 운명. 33 : 34 

불의를 행하는 민족은 반드시 멸망. 17 : 16 
어떤 민족이든 잘못된 것을 수정하기 전에는 번성할 수 없어. 13 : 11 

믿음 (Belief) 

믿음이란. 49 : 14-15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3 : 179 

믿음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것. 29 : 6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믿으라는 계율. 3 ： 179 ； 4 ： 170 ； 7 ： 158 ； 57 ： 7 ； 64 
: 8 

아브라함，이스마엘, 이삭，야곱과 그의 자손，모세와 예수를 믿을 것. 2 : 136 

구약과 신약을 믿을 것. 2 : 136 및 주해석 ; 29 : 46 

보이지 않는 내세를 믿는 것. 2 : 4, 228 ; 效 : 2 ; 34 : 21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것과 무함마드 이전에 계시된 것을 믿는다. 2 : 4 

보이지 않는 불가시계를 믿는다. 2 : 3 

믿음에는 반드시 실천이 병행되어야. 2 ： 25 ； 18 ： 88 ； 41 ： 8 ； 95 ： 6 
형벌이 이르렀을 때의 믿음은 수락되지 않는다. 10 : 51-52, 90-91 ； 40 ： 85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에게 ‘그대위에 평화가 깃드소서’라고 인사하라. 6 : 54 
믿음과 실천을 병행하는 자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감. 效 : 11 
믿음이 없는 불신자와 결혼금지. 2 : 221 

믿음을 불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이. 2 : 88 
재물을 바치나 믿음이 없는 자는 내세를 부정하는 자. 4 : 38 

믿음을 부정하는 자는 그의 모든 업적을 헛되게 하는 것. 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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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과 선지자들을 믿되 삼위일체설을 말하지 말라. 4 : 171 

< U > 

바다 (Oceans) 

두 바다가 자유톱게 흐르게 하고 또 만나게 하다. 55 : 19 및 주해석 
바다를 두 갈래로 쪼개어 놓다. 2 : 9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생선류는 허용된 것. 5 : 96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를 건너가다. 7 ： 138 ； 10 ： 90 

파라오 백성을 바다에 익사하게 하다. 10 : 90 

아담의 후손으로 하여금 바다를 항해하게 하다. 17 : 70 
모세가 그의 지광이로 바다를 때리다. 26 : 63 

대형 배들로 하여금 바다를 항해하게 하다. 56 : 24 

바드르 전투 (The Battle of Badr) 

꾸란속에 언급된 바드르 전투 예언. 30 : 4(주해석) ; 54 : 45 
전투의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 8 : 19 및 주해석 
바드르 전투에서의 승리는 신앙인들을 위한 교훈. 3 : 13 및 주해석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자들이 승리. 3 : 123 

일천명의 천사들이 소수 무슬림 군대를 돕다. 8 : 9 
바드르 전투에서 소수 무슬림들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 8 : 17 

소수 무슬림 병사들을 강하게 하다. 8 : 11 
불신자들의 패망. 8 : 50 
포로가 된 불신자들. 8 : 70 
소수이지만 신앙인들이 승리한다는 하나님의 약속. 8 : 7 및 주해석 
소수 무슬림 군대를 대군으로 보이게 하다. 8 : 43 
대군의 불신자 군대를 소수 병력으로 보이게 하다. 8 : 44 

바이이나 (Baina) SCira 98 

바이이나 명칭의 유래 : 제98장 서문참조. 

바까라 (Baqara) Sura 2 

바까라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2장 서문참조 

바르자크 (Barzak) 

장애물, 장벽(죽음의 날로부터 부활의 날까지의 기간 및 상태)，23 : 100 
단물과 짠물을 분리시켜 주는 장벽. 效 : 53 ; 我 ; 20 

바람 (The Winds) 
하나님의 은혜로 비를 보내는 징조■ 7 ： 57 ； 15 ： 22 

바람은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징조 30 : 46 

바람이 구름을 일으키다. 30 : 48 

농작물을 망치는 바람. 30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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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 (Bakka)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 축복받은 메카. 3 : 96 및 주해석 
아브라함의 발자국이 있는 곳. 3 : 97 

발라드 (Balad) SOra 90 

발라드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go장 서문참조. 

방 (The Night) 

밤을 두어 쉬게하고, 6 : 96 ; 10 : 67 ; 27 : 效 ; 40 : 61 
밤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 예증가운데 하나. 17 ： 12 ； 41 ： 37 

밤은 인간을 감싸주는 의상. 25 ： 47 ； 78 ： 10 
밤이 계속되도록 하였다면…. 28 : 71 
무함마드로 하여금 밤에 승천하도록 하다. 17 : 1 

축복받은 밤에 꾸란을 계시하다. 44 ： 3 
능력의 밤에 꾸란을 계시하다. 97 : 1 

능력의 밤은 천달 보다 더 좋은 것. 97 : 3 

방주 (The Ark) 

방주를 만들라는 계시가 노아에게 내려지다. 11 ： 37 ； 23 ： 27 

바다를 달리는 방주(배). 2 ： 164 ； 10 ： 22 ； 14 ： 32 ； 30 ： 46 ； 31 ： 31 ； 45 
: 12 ; 17 : 沈 ; 35 : 12 

방주를 탄 그들만이 구제됨. 7 ： 64 ； 10 ： 73 ； 26 ： 119 
노아가 방주를 만들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비웃다. 11 : 38 
탈것으로서의 방주. 23 ： 22 ； 29 ： 65 ； 43 ： 12 
노아의 방주가 주디산에 정박하다. 11 : 44 

배교자 (Apostate) 

배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교에는 아무런 해가 없어. 3 : 144 
배교자에 대한 투쟁. 2 : 217 

배교자는 그의 마음이 방황하는 자. 9 : 45 
배교자는 사탄에 유혹된 자. 47 : 25 

배교자는 하나님의 임도를 받지 못함. 3 : 效 ; 4 : 137 
배교자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3 : 87-88, 90 ； 16 ： 106 
회개하는 배교자는 하나님의 용서받음. 3 : 粉 

벌 (Bee) 

하나님께서 벌에게 집을 지으라 하시다. 16 : 68 
모든 꽃에서 일용할 양식을 취하라 하시다. 16 : 68 

벌의 몸에서 나오는 것은 인간에게 유익한 치료약. 16 : 69 

별 (Stars) 

이정표로서의 별. 16 : 16 ; 6 : 97 ; 56 : 75 
별을 두고 맹세. 53 : 1 

빛나는 별. 效 : 3 

별들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 권능에 대한 상징. 7 ： 54 ； 16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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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이 하나님께 순종. 22 : 18 
별들을 보고 마음을 아파하는 아브라함. 37 : 88 
별들이 빛을 잃다. 77 : 88 ; 81 : 2 

베일 (Outer Garment) 

예언자의 아내와 딸이 외출할 때는 베일을 씨야. 33 : 99 

믿음을 가진 여성들도 외출시 베일을 씨야. 33 : 59 
남성을 유혹할 수 있는 여성의 가슴을 가릴 것. 24 : 31 ; 24 : 60 
나이가 많은 노인 여성은 베일을 쓰지 않아도 됨. 의 : 60 

다음의 세 경우 ; 파즈르 예배이전，여름 한 낮 오침 시간 때，예배 이후에는 
여성의 살결이 드러나도 됨. 24 : 58 

별명 (Nickname) 

저속한 별명으로 타인을 부르지 말 것. 쒀 : 11 

보복 (Retaliation》 
보복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속죄라. 5 : 48 

동등한 형벌로서의 보복. 2 : 178-179 

성스러운 달 기간에는 동등한 형벌로서의 보복 불허. 2 : 194 

보상 (Rewards) 

보상의 기준. 4 : 40 

선을 베푸는 사람에게 두 배의 보상이. 4 : 40 

선을 베푸는 사람에게 열 배의 보상이. 6 : 1效) 
내세의 보상은 현세에서 선을 실천한 사람에게만. 39 : 10 

천국의 보상과 지옥의 보상. 25 : 15 

복음 (Gospel) 

모세와 예수에게의 복음은 인류의 지침서. 3 ： 3 ； 6 ： 154 

구약 안에는 복음아 5：44,47；5：46；6：91；17：2；28：43；32：23 

； 40 ： 53 

구약과 신약에 묘사된 복음. 48 ： 29 ； 7 ： 154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의 이정표. 2 ： 2, 5, 16 ； 3 ： 138 ； 12 ： 111 ； 27 ： 77 

복음을 따르는 자 두려움도 슬픔도 없어. 2 : 38 ; 20 : 47 

꾸란을 복음으로. 2:97;2:1紋; 7:52; 7 : 203;16:64;16:89 

하나님의 복음이 곧 길이요 생명. 2 ： 120 ； 3 ： 73 ； 6 ： 71 ； 27 ： 2 

모든 피조물을 위한 길. 3 : 96 ; 10 : 57 

하나님의 복음이 선지자에게. 4 ： 115 ； 9 ： 33 ； 39 ： 23 ； 48 ： 28 ； 61 ： 9 

신약에 묘사된 복음. 5 : 46 

구약 • 신약 꾸란을 복음으로. 20 : 123 

복음을 거역하는 자의 말로. 47 : 我 

부루즈 (Buruj) Sura 期 
부르즈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紋장 서문참조. 

부모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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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대한 효도는 하늘의 법. 17 : 23 ; 2 : 83 ; 2 : 215 ; 4 : 36 ; 4 : 135 

； 6 ： 151 ； 31 ： 14 ； 29 ： 8 ； 31 ： 14 ； 46 ： 15 46 ： 15 
부모가 남긴 재산의 상속 및 분배. 4 ： 7-8 ； 4 ： 33 ； 2 ： 180 
요한은 부모에게 순종하다. 19 : 4 
부모에 대한 불효자의 말로. 46 : 17 

자식이 부모를 위해 기도. 14 ： 14 ； 71 ： 28 

부부관계 (Conjugal Relationship) 

부부를 두는 하나님의 목적. 30 : 21 
부부생활의 목적. 2 : 223 
생리중에는 성생활 금지. 2 : 222 

단식중 성생활 금지. 2 : 187 

성지순례중 성생활 금지. 21 : 197 

부활의 날 (Resurrection Day) 

부활의 날(심판의 날)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날. 4 : 87 ; 23 : 16 

부활의 날에 있을 벌. 2 : 紋 ; 2 : 113 ; 2 : 174 ; 3 : 77 ; 11 :98_99 ； 16 : 
25 

부활의 날을 믿는 신앙인에 대한 보상. 2 ： 212 ； 3 ： 55 
예언자도 부활의 날 심판을 받는다. 3 : 161 

인색했던 사람이 부활의 날 받게 될 벌. 3 : 180 
부활의 날에 보상이. 3 : 185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당할 부활의 날. 4 : 87 ; 29 : 13 

부활의 날에 관한 것. 4 : 141 ; 7 : 32, 167, 172 ； 10 ： 60, 93 ； 11 ： 60 ； 16 
: 92 

예수가 심판의 날 증인 4 : 159 

부활의 날은 모이는 날. 6 : 12 ; 45 : 26 
모든 인간은 부활의 날 자기의 업적을 본다. 17 : 13 
부활의 날 모두가 하나님에게로 오다. 19 : 95 

공정한 저울이 준비되다. 21 : 47 
모든 종교 집단들을 분리시키다. 22 : 17 
서로가 서로를 비난. 29 : 25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32 ： 25 ； 45 ： 17 
신앙 외에는 아무것도 유용하지 않는 날. 60 : 3 
부활의 날욘 언제인가. 75 : 6 

불 (Fire) 

불지옥，2 : 24, 167, 175, 201, 3 : 16, 24, 103 ; 3 : 131, 151, 1紋, 191 
불의 재앙. 2 ： 80, 266 ； 23 ： 104 

불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2 : 39, 81, 126, 217, 221, 257, 275, 3 : 116, 151, 192 
유황불을 삼키는 자. 2 ： 174 ； 8 ： 14 

불지옥의 땔감. 3 : 10 ; 效 : 6 
불이 제물을 삼키다. 3 : 183 

불지옥의 하층에는 위선자들이. 4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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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나갈 수 없어. 5 : 40 
사탄은 불에서 창조. 7 ： 12 ； 38 ： 76 ； 55 ： 15 

영마는 불지옥으로. 7 : 38 
천국의 사람이 지옥의 사람을 부르다. 7 ： 44, 47 

지옥의 사람이 천국의 사람을 부르다. 7 : 50 

지옥의 불에서 달구어지다. 9 : 35 
뜨거운 살인의 불. 15 : 27 
모세가 길을 인도할 불을 보다. 20 : 10 ; 我 : 幻 ; 27 : 7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제하기 위해 불을 식히다. 21 : 效 
기름이 없는데도 빛올 내는 불. 24 : 我 
불속에 있는 자에게 축복이. 27 及 
아브라함을 불속에 넣다. 29 : 24 
불지옥의 수호자. 74 : 31 

큰 불과 작욘 불. 87 : 12 및 주해석 
증오와 부정의 행위자는 불지옥으로* 4 : 30 

푸른 나무에서 불을 만들다. 36 : 80 

불꽃 (Flaming Fire) 

남몰래 남의 말올 엿듣는 자 불꽃의 추적올 받다. 15 : 18 

불신 (Disbelief)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 2 : 28 
일부의 성서는 믿고 일부의 성서는 믿지 않는 행위. 2 : 牧, 9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행위. 16 : 112 

믿음을 버리는 행위. 2 : 108 
내세를 부정하는 행위. 29 : 23 ; 34 : 3 ; 4 : 136 
꾸란을 부정하는 행위. 34 : 31 
일부의 선지자는 믿고 일부의 선지자는 믿지 않는 행위. 4 : 150 
천사들을 부정하는 것. 4 : 136 
구약을 부정하는 행위. 4 : 136 
신약을 부정하는 행위. 4 : 136 
모세에게 계시된 것을 부정하는 행위. 我 : 48 
예언자들을 살해한 행위. 3 : 21 

불신자 (Disbeliver) 

무익한 음모를 꾸미다. 8 : 30 

하늘로부터 돌비를 내려보라고 하다. 8 : 32 
휘파람불고 손벽치며 예배하다. 8 : 35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받음. 8 : 38 

회개한 후 예배하고 이슬람세를 바치면 갈은 형제. 9 : 11 
계약을 위반한 자. 8 : 56 
불신자들을 위해 준비된 것들. 2 : 24 및 불지옥 참조* 
하나님의 적은 불신자. 2 : 98 

신앙인은 불신자를 친구로 삼지 않는다. 3 : 28 



1307 

불신자는 신앙인을 친구로 하지 않는다. 4 : 139 

불신자를 따르지 말 것. 25 : 52 ; 33 : 1, 48 
불신자에 대항하여 성전할 것. 25 : 52 

거만을 피우는 자. 38 : 74 ; 39 : 59 
불신자의 업적은 신기루와 갈은 것. 24 : 39 
메카 불신자들의 미신. 5 : 106 
불신자에게 천사를 보내지 않는 이유. 17 : 95 

불신자의 말로. 秘 : 17-33 

불신자들은 심판의 날 상호비난. 34 : 31-33 

비유의 이야기 (Parables) 
불을 켜 놓은 자의 비유. 2 : 17 

폭우와 번개의 비유. 2 : 19-20 
모기의 비유. 2 : 26 
한알의 밀알. 2 : 261 
부름에 따르는 새들의 비유. 2 : 260 
불모의 바위에 떨어진 씨앗. 2 : 264 

기름진 과수원에 비유. 2 : 265 
강한 폭풍우에 망쳐버린 과수원. 2 : 266 
개 같은 사람. 7 : 176 

현세의 삶은 물거품과 같은 것. 10 : 24 

장님과 벙어리 같은 사람. 11 : 24 
천국을 비유하다. 13 : 35 

불신자는 폭풍에 휘날리는 재와 갈은 것. 14 : 18 
훌륭한 한 마디의 말은 알찬 한 그루의 나무와 갈은 것. 14 : 24 

한마디의 나쁜 말은 좋지 않온 나무와 같은 것. 14 : 26 
노예와 자선을 베푸는 사람과 비유. 16 : 75 
벙어리와 그렇지 아니한 자의 비유. 16 : 76 

약속 위반자 실을 흐트러 버리는 여자. 16 : 91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할 줄 모르는 고을을 비유. 16 : 112 

그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에게 열중하는 사람을 비유. 18 : 
32-44 

현세의 무상함 비유. 18 : 45-46 
한마리의 파리를 비유. 22 : 73 

빛은 벽위의 등잔과 같은 것. 24 : 35 

불신자의 업적은 사막의 신기루 같은 것. 24 : 39 
불신자의 업적은 넓고 깊은 바다속의 암흑과 같은 것, 24 : 40 
하나님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자는 거미줄과 같이 허약. 29 : 41 
주인과 노예의 비유. 30 : 28 

고을의 주민들에게 비유들다. 36 ： 13 

여러 주인을 섬기는 노예의 비유. 39 : 29 
의로운 자에게 약속된 네개의 강이 있는 정원. 47 : 15 

구약과 신약속에 비유되어 있는 씨앗. 48 : 29 

권세와 재산은 시들어 버린 작물과 갈은 것. 57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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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세의 삶은 유회와 오락에 불과. 57 : 20 

산이 겸허하는 것처럼 인간도 겸허해야. 59 : 21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책을 짊어지고 다니는 당나귀. 62 : 5 

거만한 과수원 주인. 秘 : 17-33 

《 A》 

사드 (Sad) Sura 38 
사드 명칭의 유래 : 제38장 서문참조. 

사냥 (Hunting) 

성역에서 사냥금지. 5 : 2 

성지순례나 소순례시 이흐람상태에 있을 때 사냥금지. 5 : 2, 97-99 

바다 사냥은 허용. 5 : 99 

사냥의 허용. 5 : 3 

사바아 (Saba) SOra 34 

사바아 명칭의 유래 : 제34장 서문참조. 

사바아의 백성 (People of Saba') 

사바아로부터 중요한 소식. 27 : 我 
사바아 백성의 거주지에도 예증이 있어. 34 : 15-21 및 주해석 

사바아 여왕 (Queen of Saba’》 
사바와 여왕과 솔로몬. 27 : 23-44 

사미리이 (Samiri’》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 20 : 紋 및 주해석 
모세가 사미리인에게 질문하다. 20 ： 87, 95 

사미리이가 송아지를 만드니 그 소가 울다. 20 : 88 

사미리이가 모세의 질문에 대답하다. 20 : 96 

사미리인에 대한 형벌. 20 : 97 및 주해석 

사울 (Saul ; King of TalQt) 

사울이 왕으로 임명되다. 2 : 247 

사울은 그의 군대를 강물로 시험하다. 2 : 249 

사원 (Masjid) : 성원참조. 

사무드 백성 (The Peopte of Thamud) 
사무드 백성에게 살래를 예언자로 보내다. 7 ： 73 ； 11 ： 61 ； 27 ： 45 

하나님의 예증을 가지고 온 예언자 조롱. 9 ： 70 ； 14 ： 9 ； 17 ： 59 ； 22 ： 42 

주님을 불신하니 멸망하다. 11 ： 68, 95 ； 25 ： 38 ； 29 ： 38 ； 40 ： 31 ； 53 ： 51 

사무드 백성에 대한 형벌. 41 : 13 ; 69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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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님의 길을 택함. 41 : 17 

내세를 부정. 50 ： 12 ； 69 ： 4 

사무드 군대에 대한 이야기. 紋 : 18 

계곡에 집을 세운 이야기. 89 : 9 

사생활 (Privacy) 
사적인 생활을 위한 세가지 경우. 24 : 58-50 

싸다까 (Sadaqa) 
싸다까의 의미. 9 : 58(주해석)，60 
수혜 대상자 범위. 9 : 60 및 주해석 

싸즈다 (Sajda) Sura 32 
싸즈다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32장 서문참조. 

사파와 마르와 동산 (Safa and Marwa) 
하나님의 징표. 2 : 158 

사탄 (Saitan)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 2 : 36 ; 7 : 22, 27 ; 20 : 120 
사탄의 유혹을 경계하라. 2 ： 168, 208 ； 24 ： 21 ； 29 ： 38 
사람을 빈곤케 하여 유혹. 2 : 268 
고리대금은 사탄의 행위. 2 : 275 

마리아를 출산한 어머니가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 3 : 36 
사탄을 두려워 하지 말라. 3 : 175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재물을 바치는 것은 사탄의 친구. 4 : 38 
불신자는 사탄을 위해 투쟁. 4 : 76 
술과 도박은 사탄이 유발시킨 행위. 5 : 93 

사탄은 신앙인의 적. 6 : 142 ; 7 : 22 ; 12 : 5 ; 17 : 53 ; 我 : 29 ; 35 : 6 
수줍은 곳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짓. 7 : 20 ; 7 : 22 
사탄이 유혹할 때 하나님게 구원. 7 : 200 

인간의 망각도 사탄의 짓. 12 : 42 ; 18 : 63 ; 58 : 19 
사탄이 형제 사이를 이간시키다. 12 : 100 
꾸란을 읽을 때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구해야. 16 : 98 
낭비는 사탄의 친구. 17 : 27 

불화를 조성하는 것은 사탄. 17 : 53 

모세가 실수로 사람을 살해한 것은 사탄의 짓. 28 : 15 
거짓，기만은 사탄의 짓. 47 : 25 
비밀의 음모. 58 : 10 

우상숭배는 사탄을 숭배하는 것. 4 : 117 

사탄들이 솔로몬 왕의 권능에 대항. 2 : 102 
사탄은 불에서 창조됨. 7 : 12 

산 (Mountains) 
하나님이 산들을 두시다. 41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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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창조한 목적. 16 : 15 ; 31 : 10 
산을 깍아 집을 세우다. 7 : 74 ; 15 : 82 ; 26 : 1必 
노아의 방주가 주디산에 정박하다. 11 : 44 
산들이 다윗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미하다. 34 ： 10 ； 21 ： 79 ； 38 ： 18 

하나님이 뚜르 산을 흔들어 놓다. 7 : 171 
산계곡에 피서지를 주시다. 16 : 81 

산들이 움직이는 날. 18 : 47 ; 效 : 14 ; 73 : 14 
산들이 산산조각이 되다. 19 ： 90 ； 20 ： 105 ； 56 ： 5 

산이 하나님에게 부복. 22 : 18 
여러 색，여러 층의 산을 창조 35 : 27 

산들이 휘날리는 날. 斑 : 10 

산들이 양털처럼 되다. 70 ： 9 ； 101 ： 5 
산들이 모래산더미가 되다. 73 : 14 

산들이 먼지가 되다. 77 : 10 
산들을 기둥으로. 78 : 7 
산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다. 78 ： 20 ； 81 ： 3 

살인 (Murder》 
고의적 살인 금지. 4 : 92 ; 17 : 33 ; 技 : 效 ; 6 : 151 
실수에 의해 살인. 4 : 92 

고의적 살인자에 대한 형벌. 4 : 93 
살인의 종류. 4 : 92-93 

동등한 처벌의 살인. 2 : 178 
모세의 백성들이 예언자들을 무차별 살인하다. 2 ： 61 ； 3 ： 21, 112 

사내아이는 살해하고 여아들은 살려두다. 7 : 127, 141 

살레 (S없 ih》 
그의 백성과의 대화. 7 ： 77 ；11 ： 效-63 ； 26 ： 142 

암낙타를 하나님의 예중으로 내 보이다. 11 : 64 
살레의 백성이 벌을 받다. 11 : 效 
살레를 예언자로 보내다. 7 ： 73, 75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 설교하다. 11 ： 61 ； 27 ： 45 
살레와 살레를 따른 신앙인들만 구제되다. 11 : 66 

삼위일체 (Trinity) 
삼위일체에 대한 비난. 4 ： 171 ； 5 ： 76 ； 3 ： 我(주해석) 

상속 (Inheritance) 
상속규정. 4 : 11-12, 176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의 작성. 2 ： 180 ； 5 ： 109 

유언을 변경하는 것은 죄악의 행위. 2 : 181 
유언자의 편견이나 부정은 고칠 수 있다. 2 : 182 

자식에게 상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4 : 11 
친척，고아，빈곤한 사람에게도 유산분배. 4 : 8 
상속인의 몫. 4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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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상속인은 남편. 4 : 12 
남편의 상속인은 아내. 4 : 12 

자손을 두지 못했을 경우의 재산분배. 4 : 12, 176 

(Saff) SOra 61 
사프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61장 서문참조. 

사파트 (않治Sura 37 
사파트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37장 서문참조. 

사르흐 (Sharh) SOra 94 
시^르흐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94장 서문참조. 

살사빌 (SalsabiD 
천국에 있는 우물의 명칭. 76 : 18(주해석) 

삼스 (Shams) SOra 91 
샴스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91장 서문참조. 

삶 (Life) 
천년을 장수하고자 원하나. 2 : 96 

현세의 삶이 불신자들을 유혹. 2 : 212 

현세의 삶올 즐겁게 하는 것들. 3 : 14 

현세의 삶은 단지 기만에 불과한 것. 3 : 1紋 ; 6 : 130 
상전은 현세의 삶보다 내세의 삶을 원하는 것. 4 : 74 
현세의 삶은 오락과 유회에 불과한 것. 6:32;29:64; 40 : 39 ; 43 : 35; 

47 : 36 

종교를 단순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것은 현세의 삶에 속고 있는 것. 6 : 70 ; 7 
: 51 

현세의 삶은 내세에서 티끌에 불과. 9 : 38 
불신자는 현세의 삶만을 강구. 13 ： 26 ； 16 ： 107 
현세의 삶은 내세에 비하여 순간에 불과. 13 : 26 

현세의 삶은 바람에 날리는 마른 초목 갈은 것. 18 : 45 
재물과 자손은 현세 삶의 장식에 불과. 18 : 46 

현세의 삶은 하늘에서 내린 빗물 같은 것. 10 : 24 ; 18 : 45 
물질은 현세 삶의 일용할 양식과 허식에 불과. 28 : 60 
무함마드의 아내가 현세의 삶을 원한다면. 33 : 28 

모든 것은 현세의 삶을 위한 순간의 양식에 불과. 42 : 36 
현세의 삶만을 추구한 자의 말로. 79 : 38-39, 46 : 20 
현세의 삶이란 인생이 태어나면 죽는 것. 23 : 37 

서판 (Preserved Tablet) 
서판에 기록된 꾸란. 紋 : 22 및 주해석 

새 (Birds) 
돌멩이를 던진 새떼들. 105 : 3-4 

I 賊細8因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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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행위 (Good Deeds) 
선행에 대한 곱절의 배상. 4 : 40 
선행에 대한 열배의 보상. 6 : 160 
선행은 주님의 보상을 받을 것. 18 : 端 ; 2 : 277 

선행의 사*례들. 4 ： 74 ； 4 ： 36 

의무를 다하는 것. 5 : 1 
화를 내지 않는 것. 3 : 134 

부모에 대한 효도. 4 : 36 
고용인들을 잘 대우하는 일. 4 : 36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 76 : 8 

고아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 76 : 8 
포로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 76 : 8 

용서하는 일. 2 : 109 
감사하는 일. 2 : 1斑 
겸손한 자세. 7 : 56 
시선을 아래로 낮추는 것. 24 : 30-31 
이웃에 친절을 베푸는 것. 4 : 36 
인내하는 것. 2 : 45 ; 11 : 11 
당사자간에 중재하는 일. 4 : 114 ; 49 : 9 

의심을 하지 않는 것. 49 : 12 

선지자 (Messenger) : 예언자 참조. 

성령 (The Holy Spirit) 
하나님은 예수를 성령으로 보호하다. 2 ： 87 ； 5 ： 113 

하나님은 예수를 성령으로 강하게 하시다. 2 : 253 
예수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야기하다. 4 ： 171 ； 5 ： 113 
천사를 통하여 성령을 보내시다. 16 : 2 
성령은 가브리엘 천사. 16 : 102 ; 26 : 193 및 70 : 4 ; 78 : 38 ; 97 : 4 ; 19 

: 17 
성령이란 하나님 외에는 무도 알 수 없는 것. 17 : 紋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호받다. 58 : 22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을 불어 넣다. 21 : 91 ; 效 : 12 

흙으로 형상을 만들어 성령을 불어 넣으니 사람이 되다. 32 ： 7-9 ； 15 ： 29 ； 
38 : 72 

성원 (Mosque : Masjid) 
기도의 방향을 하람사원으로 변경하라는 계시. 2 : 144, 1신-150 
하람사원에서 살상은 용서될 수 없는 죄. 2 : 191 

하람사원에 가까이 하려할 때 방해하는 죄악. 2 : 217 
하람사원에서 추방하는 것은 죄악. 2 : 217 
하람사원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죄악. 5 : 3 ; 8 : 34 ; 22 : 法 ; 48 

: 25 

사원에서 사치스러운 치장을 해서는 안된다. 7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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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에서 예배에 필요한 몸 단장은 해야한다. 7 : 31 

하람사원에서 불신자와 체결했던 조약은 예외. 9 : 7 
하람사원에 불신자의 접근 금지. 9 : 28 
첫째날 정의로 세원진 사원. 9 : 108 

하람사원에서 아끄사 사원으로 승천. 17 : 1 

안전하게 하람사원으로 들어가라. 48 : 27 
사원을 세워 해악과 불신을 조성. 9 : 107 

사원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큰 죄악. 2 : 114 
사원에서는 경건한 생활을 해야. 2 : 187 
다신교도는 사원을 방문할 권한이 없다. 9 : 17 

사원방문자와 관리자는 충실한 신앙인. 9 : 18 

사원은 하나님의 집. 72 : 18 

성지순례 (HeOI and Umrah) 
순례와 초생달. 2 : 1數 
순례와 우무라는 의무. 2 : 196 
순례시의 규정. 2 : 196 
순례(하지)는 정하여진 기간에만. 2 : 197 
순례(하지)절차. 2 : 197(주해석) 
순례시는 성욕과 간사하고 사악한 마음을 피할 것. 2 : 197 
대순례의 날. 9 : 3 및 주해석 
카으바 신전에 있는 곳으로 순례하라는 계시. 22 : 27 
능력이 있는 무슬림에게는 순례가 의무. 3 : 97 
순례를 사람들에게 알리라 명령받은 아브라함. 22 : 26-27 

세례 (The Baptism of God) 
가장 아름다운 세례는 하나님의 세례를 받는 것. 2 : 136 
세례，영세의 의미. 2 : 136(주해석) 

속죄 (Atonement) 
누구든지 타인의 짐을 대신할 수 없어. 6 : 164 

솔로몬 (Solomon) 
사탄들이 솔로몬 왕의 권능에 대항. 2 : 102 
솔로몬에게도 계시가 내려졌다. 4 : 163 

하나님이 솔로몬을 인도하다. 6 : 84 
솔로몬의 심판. 21 : 78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다. 21 ： 79, 81 ； 27 ： 15 
솔로몬이 다윗을 상속. 27 : 16 

영마，인간，새들이 솔로몬 앞에 대열을 서다. 27 : 17 
솔로몬의 군대와 개미. 27 : 18 

개미의 말에 솔로몬이 웃음을 터트리다. 27 : 19 
솔로몬이 새들을 불러모으다. 27 : 20 

솔로몬이 여왕에게 서한을 보내다. 27 : 29-30 

바람이 솔로몬을 따르다. 34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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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 38 : 30 

솔로몬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다. 38 : 34 
솔로몬과 시바여왕과의 이야기. 27 : 28-31 

시바여왕이 솔로몬에게 선물을 보내다. 27 : 36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궁전올 방문하여 하나님을 믿다, 27 : 44 

송아지 (Calf》 
송아지를 숭배한 모세의 백성. 2 ： 51 ； 7 ： 148 

수도원 (Monasticism) 
수도원 생활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다. 57 : 27 

수도원 생활은 기독교인들이 창안한 것. 57 : 27 

수유기간 (Suckling) 
수유기간은 2년. 2 : 233 

순교자 (Martyrs) 
순교자는 죽은 것이 아니다. 2 : 154 
순교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만끽. 3 : 171 

순교자에게는 두려움이나 슬픔같은 것이 없어. 3 : 171 
순교자의 과거는 모두가 용서된다. 3 : 157 
순교자는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 3 ： 158 ； 22 ： 59 
순교자는 최상의 양식을 부여받는다. 22 : 58 

술 (Wine : Intoxicants) 
술에는 죄악과 인간에게 유용한 것이 있으나 죄악이 더 크다. 2 : 219 
음주행위는 사탄이 행하는 것, 불결한 것. 5 : 93 
술은 예배생활을 방해하는 사탄과 같은 것. 5 : 94 
천국에는 술이 흐르는 강이 있어. 47 : 15 

죄수가 술올 짜는 꿈을 꾸다. 12 : 36 
감옥의 죄수가 짠 술이 갈중을 식혀줄 것이며. 12 : 41 

천국의 술이란. 改 : 19 및 주해석 
천국에서 마시는 가장 좋은 술중의 하나인 카푸르 술. 76 : 5(주해석) 

슈아이브 (ShuaiW 
족장이 그를 추방하려 하다. 7 : 88 

슈아이브가 예언자로 선택받다. 11 : 88 

슈아이브를 마디얀 백성에게 보내다. 7 : 故 ; 11 : &4 ; 29 : 36 

슈아이브를 거역한 불신자들의 멸망. 7 : 92 ; 11 : 94 

슈아라 (Shuars SCira 26 
슈아라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26장 서문참조 

슈라 (ShGraO Sura 42 
슈라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42장 서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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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이산 (Mount Sinai) 
시나이 산에 올리브 나무가 자라게 하다. 23 : 20 
시나이 산의 증언. 斑 : 1 ; 95 : 2 

시드라 나무 (Lote-Tree) 
시드라 나무에 관한 이야기. 53 : 16 

하늘에 있는 나무. 53 : 14 및 주해석 

시인 (Poet) 
하나님이 무함마드에게 시를 가르친적 없어. 36 : 69 
불신자들은 무함마드를 시인이라 주장. 21 ： 5 ； 37 ： 36 ； 52 ： 30 
꾸란은 시인의 말이 아니다. 效 : 41 

시인은 사탄을 따르는 자. 26 ; 224 

시편 (The Psalms) 
다윗에게 시편을 내려주다. 4 : 163 ; 21 : 105 ; 17 : 55 

신성한 달 (Month of Holiness) 
신성의 달에는 살생금지. 2 ： 217 ； 9 ： 5 

신앙인 (Believer) 
대답은 인샤알라. 18 : 23-24 ； 37 ： 102 
노예 신앙인이 불신자 보다 낫다. 2 : 221 
신앙인은 신앙인을 살해하지 않는다. 4 : 92 

신앙인이 선을 실천할 때 천국으로 들어가다. 4 ： 124 ； 16 ： 97 ； 40 ： 40 
신앙인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벗어난 행위. 9 : 10 

신앙인이 노력할 때 보상을 받는다. 17 : 19 ； 21 ： 94 
신앙인은 실망하지 않는다. 20 ; 112 
신앙인이 고의적으로 신앙인을 살해했을 경우 그의 보상은 지옥. 4 : 93 

신앙인이 갖는 최고의 월계관. 20 : 75 
신앙인과 사악한 자는 같을 수 없어. 32 : 18 
신앙인은 불신자를 친구로 삼지 않는다. 3 : 我 ; 4 : 

신앙인은 하나님께 의지한다. 3 ： 100 ； 5 ： 11 ； 9 ： 51 ； 14 ： 11 ； 58 ： 10 ； 
63 : 13 

신앙인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한 보호자. 9 : 71 
신앙인은 번성한다. 23 : 1 
여성 신앙인은 그녀의 시선을 낮춘다. 24 : 31 

여성 신앙인은 그녀의 순결을 치킨다. 24 : 31 

여성 신앙인은 그녀의 유혹하는 부분을 드러내지 않는다; 24 : 31 
여성 신앙인은 그녀의 가슴을 가린다. 24 : 31 

신앙인이란 하나님과 선지자를 믿는 사람. 24 : 後 49 : 15 

신앙인은 시험을 받는다. 33 ： 11 ； 3 ： 166 ； 8 ： 17 
신앙인들은 한 형제. 49 : 10 
신앙인의 보호자는 하나님. 3 : 秘 
신앙인은 슬퍼하지 않는다. 3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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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인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3 : 175 

신앙인을 격려하라. 4 : 84 
신앙인은 정해진 시간에 예배근행. 4 : 103 
신앙인은 이슬람식으로 도살된 고기를 먹는다. 6 : 118 
신앙인에게 천국이 약속되다. 9 ： 72 ； 48 ： 5 ； 38 ： 5 

신앙인은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는다. 24 : 3 

남성 신앙인은 그의 시선을 낮춘다. 24 : 30 
신앙인에게 겸손해 하다. 26 : 215 

인사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4 : 94 
신앙인은 필요 이상의 질문을 하지 아니하며. 5 : 9 
신앙인은 그의 생명욜 팔아 천국을 사다. 9 : 111 

신앙인은 공부하여 가르쳐야 한다. 9 : 122 
고운말을 한다. 17 : 53-55 
신앙인의 예의범절. 24 : 62-63 

험담하지 않는다. 33 : 效 
자만하지 아니한다. 57 : 23 
평안을 조성한다. 49 : 9 

의심하거나 감시하지 아니한다. 必 : 12 
언행이 일치한다. 61 : 2-3 

신약성경 (Injil : Gospel) 
인류를 위해 예수에게 복음서를 보내다. 3 ： 3 ； 57 ： 27 

예수에게 지혜와 복음을 가르치다. 3 : 48 
신약은 아브라함 이후에 온 것. 3 : 紀 
예수의 백성들이 신약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다. 5 : 69 
신약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해. 5 : 71 
신약에서 무함마드가 예언자로 온다는 예언. 7 : 157 

신전 (House of God : Kaba) 
인류를 위한 최초의 신전이 세워지다. 3 : 96 
아브라함이 멈춘 그곳에 신전을 세우다. 2 : 125 

최초의 신전을 카으바라 한다. 5 : 100 

실수 (Mistake) 
실수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33 : 5 
실수를 죄로 간주하지 말라고 강구하는 인간. 2 : 286 
불가항력적 실수에 의한 살인의 경우. 4 : 92 

심판의 날 (The Day of Judgement) 
그날은 보상받는 날, 3 : 1紋 
지구가 변하고 인간들이 모이는 날. 18 : 47-49 
인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나팔이 울려퍼지며. 18 : 99-101 
나팔이 울리고, 죄인들은 공포에 떨며. 20 : 102-104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아 올려지는 날. 21 : 104 

거짓 신앙이 폭로되는 날. 次 :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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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갈라지고 천사들이 하강하는 날. 25 : 我-26 ； 82 ： 1 

정의가 실현되는 날. 36 : 51-54 
서로가 이별하는 날. 30 : 14 
중재가 필요없는 날. 40 : 18 

하늘이 용해되어 구리처럼 되는 날. 70 : 8 

산들이 양털처럼 되는 날. 70 : 9 

친구의 안부를 물을 수 없는 날. 70 : 10 

태양이 빛을 상실하는 날. 81 : 1 
별들이 떨어지는 날. 81 : 2 

산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날. 81 : 3 
모든 무덤이 열리어 지는 날. 效 : 4 ; 100 : 9-11 
대지가 산산조각이 되는 날. 熟 : 21 
지옥이 보이는 날, 燃 : 23 

천국이 보이는 날. 燃 : 30 

< O > 

아담 (Adam) 
신이 아담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다. 2 : 31 
천사들로 하여금 아담에게 경의를 표하도록 하다. 2 : 34 ; 7 : 11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천국에 살라 하다. 2 ： 35 ； 7 ： 19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다. 2 : 37 

아담을 선택하시다. 3 : 33 
아담은 흙에서 창조되다. 3 : 59 
모든 천사가 아담에게 경의를 표했으나 이블리스만 거절. 7 ： 11 ； 17 ： 21 ； 

18 : 50 

아담의 자손들에게 입을 옷을 주어 몸을 가리게 하다. 7 : 26 
아담이 실수로 하나님과의 성약을 망각. 20 : 115 

사탄이 아담을 유혹하다. 20 : 120 

아담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니 방황하게 되다. 20 : 121 
아담올 지상의 대리인으로 임명하다. 2 : 30 

나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다. 2 ： 35 ； 7 ： 19 
아담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아니다. 20 : 115 
아담과 이브가 나무열매를 맛보다. 7 : 22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곳을 가리다. 7 : 22 

아담은 천국올 떠나라는 명령을 받다. 2 : 36 
아담은 두 자손을 두었다. 5 : 30 

아드 (Ad) 
아드백성에게 후드를 보내다. 7 : 紋 ; 11 : 50 

아드백성 멸망. 7 ： 74 ； 69 ： 6 
아드백성 하나님의 말씀 부정. 11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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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백성 선지자들을 부정. 26 : 123 
아드백성 거만을 피우다. 41 : 15 

아드백성에게 파멸의 바람을 보내다. 51 : 41 

아드백성 부활을 부정. 09 : 4 

아디야트 (Adiy^t) SOra 100 
아디야트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100장 서문참조 

아랍인들 cme Arabs) 
이슬람 이전의 아랍인들은 우상에게 사람을 희생으로 바치다. 6 : 137 
여아가 탄생하면 얼굴이 검어지며 슬픔으로 가득차다. 16 : 58 ; 必 : 17 

여아를 생매장하다. 16 : 59 

하나님을 부정하다. 9 : 97 
하나님과 내세를 믿고 기도하다. 9 : 99 

위선자가 많았다. 9 : 101 
무함마드를 예언자로 믿지 않다. 9 : 120 

아론 (Aron : Harun) 
아톤과 모세가 남긴 성물. 2 : 248 

아톤에게 계시하다. 4 : 163 
아론을 인도하다. 6 : 84 
모세가 아론에 자기를 대신하여 백성올 인도하여 달라고 요구. 7 : 142 ; 20 

30 
파라오에게 ol•톤을 보내다. 10 : 75 
아론 예언자로 선택받다. 19 : 53 
아톤을 보내달라고 모세가 기도하다. 26 : 13 
아톤은 모세보다 웅변에 능숙. 我 : 38 

아론은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말라고 충고하다. 20 : 90 
모세가 론의 머리를 잡아• 끌어당기다. 7 : 150 

아론을 용서하여 달라고 모세가 기도하다. 7 : 151 
아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37 : 114 

아바싸 (Abasa》SCira 期 
아바싸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80장 서문참조 

아부라합 (Abu Lahab) 
화염의 아버지와 그의 아내. 111 : 1-5 및 주해석 

아브라함 (Ibrahim : Abraham) Sura 14 
아브라함 명칭의 유래 : 제14장 서문참조 
아브라함이 멈춘 곳에 신전을 짓다. 2 : 125 

신전을 깨끗이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다. 2 : 125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다. 2 : 124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신전의 주촛돌을 놓다. 2 : 127 
아브라함의 종교를 배반하는 것은 자신을 조롱하는 것. 2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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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섬김. 2 : 133 

가장 올바른 종교는 아브라함의 종교. 2 : 1我 ; 3 : 沈 ; 4 : 125 ; 6 : 161 
아브라함은 무슬림이었다. 2 ： 140 ； 3 ： 67 

하나님의 선택을 받다. 3 : 33 
아브라함에게 계시가 있었다. 3 ： 84 ； 4 ： 54, 163 ； 21 ： 51 
아브라함의 발자국. 3 : 97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하다. 4 : 125 

우상을 승배한 그의 아버지를 비난. 6 : 74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평안하소서’라고 인사하다. 7 : 69 

메카를 평화로운 도시로 하여달라고 기도하다. 14 : 35 
아브라함의 손님들. 15 ： 51 ； 51 ： 24 

우상을 도끼로 부수다. 21 : 58 

불속에 던져진 아브라함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불올 식히다. 21 : 效 
아브라함이 계시받은 책(수호프). 87 : 19 

죽은 새가 생명을. 2 : 260 

유일신 종교 설파. 6 : 80-83 
아버지를 위해 기도. 9 : 113-114 ; 26 : 歎 
아들을 신의 제단에 바치다. 37 : 102 
화염속으로 던져진 아브라함. 21 ： 68 ； 37 ： 97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다. 21 : 기 및 주해석 ; 37 : 99 
이스마엘이 태어날 것이라는 기쁜 소식. 37 : 100-101 

이삭의 탄생 소식. 11 ： 72 ； 37 ： 112 
구운 송아지 고기로 손님대접. 11 : 效 
이스마엘을 황량한 계곡에 두다. 14 : 37 

아스르 (Asr》SOra 103 

아스르의 의미 : 1(及 : 1(주해석) 

아흐까프 (Ahq^f) SOra 46 

아흐까프 명칭의 유래 : 제46장 서문참조 

아흐잡 (Ahj的》SOra 33 

아흐잡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33장 서문참조. 

아이샤 (Aisha) 

심각한 사태를 야기시켰던 무함마드의 아내. 66 : 1(주해석) 
신앙인들의 어머니. 24 : 11(주해석) 

아이샤에 대한 중상모략. 24 : 11 
아이샤의 무례함. 66 : 1(주해석) 

아을라 (Ala) SOra 公7 

아을라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87장 서문참조. 

아으라프 (Ar^f) SOra 7 

아으라프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7장 서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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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乂"，人-, . : . ■ - ■: . ..■： " ;■ : -」 」:? 

천국의 사람과 지옥의 사람을 알 수 있는 사람들. 7 : 46 

아지즈 (Aziz)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 22 : 40 

애굽 귀족칭호. 12 : 30, 51, 78 

악 (Evil) 

인간은 선한 상태로 창조되었지만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을 선택하도록 두었다. 
91 ： 7-8 ； 76 ： 2 

악은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 4 : 79 

악은 인간을 바보로 만든다. 6 : 71 
악은 악으로 대가를 받는다. 6 : 160 

악이 악을 파멸. 19 : 效 
악은 악으로 종말. 30 : 10 

악은 악을 기만. 59 : 15-17 
악은 선으로 대처해야. 13 : 22 ; 23 : 96 ; 41 : 34 
선이 악을 지배한다. 11 : 114 

악을 퇴치하는 것은 성서를 읽는 것과 예배. 29 : 45 

악한 행위 (Evil Deeds) 

간음과 간통. 17 : 32 
거만한 언행. 2 ： 34, 87 ； 4 ： 173 ； 7 ： 36, 40, 75 ； 10 ： 75 

오만한 언행. 7 ： 48, 88 ； 14 ； 21 
중상모략. 49 : 11-12 
의심하는 것. 49 : 12 
비웃음. 49 : 11 
실수에 대한 실망. 39 : 53 
음주행위. 2 ： 219 ； 5 ： 93 
도박. 2 : 219 ; 5 : 93 
질투와시기. 111 : 5 

술책과 기만. 40 : 24 
헛된 논쟁. 23 ： 3 ； 74 ： 45 

저울눈금을 속이는 것. 83 : 1-3 
저속한 별명으로 부르는 것. 49 : 11 
거짓말. 25 : 72 

도둑질. 5 *41 
알지 못하고 따르는 행위. 17 : 36 

사치. 7 : 31 
과식. 7 : 31 

낭비. 17 : 26-27 

안식일 (The Day of Sabbath) 

안식일을 위반한 자 원숭이가 되라. 2 : 效 
안식일을 위반한 성서의 백성들이 저주받다. 4 : 47 

■m葬寒務篇■'■■寒法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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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일을 위반하지 말라 명령하다. 4 : 154 및 주해석 
안식일을 위반하다. 7 : 1歎 
안식일은 모세의 율법에서 시작. 16 : 124(주해석) 
안식일 날 물고기가 나타나다. 7 : 163 

안암 (Anam) Sura 6 

안암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6장 서문참조. 

안비야 (Anbiya) Sura 21 

안비야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21장 서문참조. 

안팔 (An治I》Sura 8 

안팔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8장 서문참조. 

안카부트 (Ankabut) Sura 29 

안카부트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幻장 서문참조. 

알라끄 (Alaq) Sura 96 

알라끄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여장 서문참조. 

알이므란 (Al Imran) SOra 3 

알이므란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3장 서문참조. 

야곱 (Jacob)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교를 따르다. 2 : 132 

야곱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이스마엘，야곱의 종교를 따르겠다고 말하다. 2 : 
133 

무슬림은 아브라함，이스마엘，야곱，모세，예수를 믿는다. 2 ： 136 ； 3 ： 84 ； 4 
: 163 

야곱은 유대인도，기독교인도 아니다. 2 : 140 
아브라함에게서 야곱이 탄생한다는 예언. 6 : 84 ; 11 : 71 
아브라함의 아내가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된다는 소식에 놀람. 11 : 72 
야곱의 자손을 번성케 하다. 12 : 6 

야곱이 예언자로 선택을 받다. 19 ： 49 ； 29 ： 27 

야씬 (Yasin) Sura 36 

야씬 명칭의 유래 : 제36장 서문참조. 

양자 (Adoption) 

양자는 친자가 아니다. 33 : 4 
양자의 호칭은 낳은 아버지 이름으로 불러야. 33 : 5 

낳은 아버지의 이름을 모를 경우는 형제 또는 보호자의 이름으로. 33 : 5 

어머니의 도시 (Mother of Towns) 

도시중의 도시는 메카. 6 : 92 

엘리사 (Eli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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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强强^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많은 기적을 보이다. 8 : 效 및 주해석 
엘리샤는 선택받은 선인. 38 : 48 

여성 (Woman》 
여성의 생리기간 중 성생활 금지. 2 ： 222 
여성은 남성이 가꾸어야 할 경작지와 같나니. 2 : 223 

여성의 간음에 대해서는 4명의 중인이 있어야 성립. 4 : 15 

여성의 재혼은 합법적인 것. 4 : 19 
여성의 보호자는 남성. 4 : 34 

여자를 둔 목적 4 : 1 
순결한 여성을 중상하는 자가 4명의 중인을 세우지 못한 경우 80대의 가죽태 

형에. 24 : 4 

간통한 남 • 녀는 100대의 태형. 24 : 2 
간통한 여자는 간통한 남자와 결혼. 24 : 3 

여성을 중상모략한 자는 현세와 내세에서 저주받음. 24 : 幻 
믿는 여성은 시선을 아래로 하며 순결을 지킨다. 24 : 31 
유혹하는 부분을 밖으로 노출시키지 않는다. 24 : 31 

가슴을 가린다. 24 : 31 
발걸음 소리를 내어서 유혹하지 않는다. 24 : 31 
여성은 기쁨올 주다. 3 : 14 

마리아 여성은 처녀로 아이를 갖다. 3 : 松(주해석) 
마리아 여성은 여성중의 여성이다. 3 : 합 
결혼할 여성에게 지참금을 주어야. 4 : 4 
여성이 받을 상속. 4 : 7 
여성은 외출시 베일을 써야. 33 : 59 
여성은 남성의 의상. 2 : 187 

열두달 (The Twelve Months) 

하나님은 열두달을 일년으로 두다. 9 : 36 
신성한 달. 9 : 36 및 주해석 ; 2 : 194 

영마 (Jin) : 진 참조. 

예배 (Prayer)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 2 : 3, 必，45, 效, 110, 153, 238 

술취한 상태에서 예배금지. 4 : 43 
예배는 정하여진 시간에. 4 : 103 

예배전에 몸을 닦는 과정. 5 : 7 및 주해석 
예배는 하루 다섯차례 근행해야. 11 : 114 및 주해석 ; 17 : 78-79 ； 20 ： 130 

예배는 모든 악을 예방하는 치료약. 29 : 45 

예배는 평온함을 주는 것. 9 : 103 
예배할 때 소리를 높이지도 낮추지도 말고 중간의 소리를. 17 : 110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6 : 162 
여행중 위험상태에서의 예배. 4 : 101-104 
불신자를 위한 예배는 무의미. 9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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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의 방향 (끼블라 : Qibla) 

예배의 방향을 누가 변경했는가. 2 : 142 
최초의 예배방향은 예루살렘. 2 : 142(주해석) 

예배의 방향이 메카에 있는 카으바 신전으로 변경되다. 2 : 144 및 주해석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끼블라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2 : 145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방향은 카으바 신전. 2 : 149-150 

예수 (Jesus) 

하나님은 예수를 성령으로 보호하다. 2 ： 87, 253 

예수에게 계시된 성서를 믿어야. 2 ： 136 ； 3 ： 84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환자를 치료하다. 2 : 253 및 주해석 ； 3 ： 49 ； 
5 : 113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로 그의 이름은 메시아 예수. 3 : 45 

요람에서 말을 하다. 3 ： 46 ； 19 ： 30 

하나님이 예수를 승천시키다. 3 ： 55 ； 4 ； 158 
예수는 십자가에 못박혀 죽지 아니했다. 3 : 55(주해석) ; 4 : 157 
예수는 아담과 마찬가지이다. 3 : 59 

메세아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 4 : 157, 171 ； 5 ： 49, 81 
예수로 하여금 구약의 내용을 확증하고 구약을 따르라 하다. 5 : 49 

율법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의 혀를 통해 저주받다. 5 : 81 
예수가 풍성한 식탁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다. 5 : 117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를 믿으라. 43 : 63 
예수에게 신약을 내려보내다. 57 : 27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구약과 후에 올 아흐맏이란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될 복음을 확증. 61 : 6 

예수탄생에 대한 소식. 3 ： 45 ； 19 ： 20 
종려나무 열매가 잘 익었을 때 예수가 탄생. 19 : 25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예언자로 보내다. 3 : 49 

예수가 나는 새를 만들어 내다. 3 ： 49 ； 5 ： 113 
장님의 눈을 뜨게하다. 3 ： 49 ； 5 ： 113 
이스라엘 자손이 예수를 살해하려고 음모하다. 5 ： 113 ； 3 ： 54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 3 : 斑 
십자가에서 죽음을 모면한 후 샘이 흐르는 언덕으로 가다. 23 : 50 
예수가 온 것은 구약의 율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3 : 50 
예수는 하나님의 종이며 예언자. 19 : 30 

예수는 인성으로서 선지자 일뿐. 5 ： 77 ； 4 ： 171 

예수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가르치다. 5 ： 120 ； 19 ： 36 ； 43 ： 64 
예수를 신으로 여기는 자는 불신자로 저주를 받는다. 5 : 19, 75-76 
예수는 자기가 신이 아니라고 말하다. 5 ： 19, 75 
예수는 하나님의 들이 아니다. 4 : 171 

예수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 3 ： 47 ； 19 ： 20 
제자들은 스스로를 무슬림들이라 말하다. 5 : 114 
하늘로 승천하다. 4 :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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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 (Manners about entering the House)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허락을 받고 인사를 한 후. 24 : 27 

집안에 사람이 없을 때는 들어가지 않는다. 24 : 28 
출입이 금지되는 3가지 경우 ; 파즈르 예배 이전，여름 한낮의 오침시간. 이사 

예배 이후. 24 : 58 

예언자 가정 출입시. 33 : 53 
예언자를 위해 축복을 빌고 정중한 인사. 33 : 56 

공동사회에서 49 : 11 
예언자 앞에서 자신을 앞세우지 않는다. 49 : 11 
예언자의 목소리보다 낮을 것. 49 : 12 
회중안에서. 58 : 11 

예언자 (Prophets) 

계보의 연속성. 3 : 33-34, 4 : 163-1效 ； 5 ： 21, 6 ： 84-90 ; 23 : 23-50 ； 57 

: 26-27 
하나님께서 예언자들과 성약을 하시다. 3 ： 81 ； 33 ： 7-8 

하나님은 그분의 비밀 중 일부를 예언자들에게 계시하다. 72 : 27 
백성들로 부터 거절당하다. 3：184；6：34；25：37；34：45；51： 斑-55 
각 세대의 백성들에게 예언자들이 보내어지다. 10 ： 47 ； 16 ： 36 

피살되다. 3 : 1效 ; 2 : 61 ; 3 : 21，112, 181 
조롱당하다. 6 ： 10 ； 13 ： 32 ； 15 ： 11 ； 16 ： 41 

예언자가 파견된 목적. 6 : 48, 131 ； 14 ： 4-6 
예언자들의 적들. 6 : 112 ; 紀 : 31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받다. 7 : 35-36 
가족들을 두었다 13 - 38 
예3자는 인간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14 : 10-12 ； 16 : 43-44 ； 17 

: 94-95 ； 21 : 7-8 ； 25 ： 7-8, 20 
박해와 위험을 당하다. 14 : 13 

예언자들의 종교는 동일한 종교. 幻 : 52 
일부의 예언자는 이름으로，일부는 익명으로 나타나다. 40 ： 78 ； 4 ： 164 
예언자가 오게 된 목적. 79 : 18-19 ； 21 ： 73 ； 33 ： 45 ； 2 ： 213 

예언자는 하나님 뜻에 복종. 21 : 73 
예언자들은 그들 백성의 언어로 계시받다. 14 : 4 
예언자는 교육을 받지 못했다. 7 : 157 

예언자는 자신보다 신앙인을 더 사랑. 33 : 6 
예언자의 아내는 신앙인의 어머니. 33 : 6 
예언자들을 선별하여 믿지말라. 2 : 136 
예언자들을 경배하지 말라. 3 : 80 
일부 예언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다. 17 : 56 
최후의 예언자는 무함마드. 33 : 40 

예언자들의 부류. 6 : 84(주해석) 
예언자를 시험한 세가지. 6 : 112(주해석) 

와끼야 (Waqiya) Sura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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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끼야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56장 서문참조. 

요나 (Jonah : Yunus) 

하나님의 계시를 받다. 4 : 163 

요나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다. 6 : 效 
요나는 예언자중의 한사람. 37 : 139, 147 

요나는 물고기란 뜻을 지닌 눈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21 : 87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리다. 37 : 142 

조롱박 나무가 그의 머리위로 자라나게 하다. 37 : 146 
백성들이 그를 믿어 현세의 복을 누리다. 37 : 148 

요셉 (Joseph : Yusuf) SOra 12 

요셉 명칭의 유래 : 제12장 서문참조.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 6 : 84 
요셉이 꿈에 11개의 별과 해와 달을 보다. 12 : 4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 12 : 7 및 주해석 
아버지가 요셉을 더욱 사랑하니 형제들이 시기하다. 12 : 8 

형제들의 요셉을 죽일 음모를 꾸미다. 12 : 9 
요셉을 숲으로 데려가 깊은 우물속에 던지다. 12 : 10, 15 
형제들은 늑대가 요셉을 잡아 먹었다고 야곱에게 거짓으로 말하다. 12 : 17 

지나가던 대상이 우물속에 있는 요셉을 꺼내어 노예로 팔다. 12 : 19-20 
요셉을 산 애굽 고관이 아들로 삼다. 12 : 21 

애굽 고관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다. 12 : 23 
요셉은 그 부인의 유혹을 신앙심으로 이겨내다. 12 : 24 및 주해석 
그 부인이 요셉의 옷을 찢다，12 : 25 

부인과 요셉과의 관계를 남편이 목격하고 요셉에게 이 사실을 비밀로 하여 
달라고 부탁하다. 12 : 28-29 

요셉이 감옥에 투옥되다. 1 2： 35 
왕의 꿈을 해몽하다. 12 : 必-54 
요셉과 함께 있었던 두 죄수와의 이야기. 12 : 45(주해석) 

감옥에서 풀려나 애굽의 재상이 되다. 12 : 54-56 
애굽의 흉작으로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청하다. 12 : 58 

형제들이 요셉의 곡식을 얻으러 왔을 때 요셉의 친동생 밴자민을 데리고 오 
다. 12 : 63-69 

야곱은 자식들에게 서로 다른 문으로 들어가라 지시하다. 12 : 67-68 
벤자민을 요셉 옆에 두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12 : 76 

요셉이 벤자민의 안장에 금주전자를 몰래 넣다. 12 : 70 
요셉은 자기를 우물속에 밀어 넣었던 이복형제들을 용서. 12 : 92 

요셉의 이복형제들에 관한 이야기. 12 : 75(주해석) 
요셉이 자신의 옷을 벗어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다. 12 : 93 
애굽에 온 아버지 야곱을 요셉이 환대하다. 12 : 99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권좌에 모시고 큰절을 하다. 12 : 1⑴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그가 걸어왔던 과거를 이야기한다. 12 : 1⑴ 
요셉의 마지막 생애. 12 : 101 및 주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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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John : Yahya) Sura 10 

자카리야에게 요한이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 예언. 3 : 39 ; 19 : 7 

율법과 심판에 대한 지혜를 부여받다. 19 : 12 및 주해석 
요한이 탄생하는 날, 임종하는 날，부활하는 날 그에게 평화가. 19 : 15 
부모에게 순종하는 요한. 19 : 14 

욥 (Job : Ayub) 

읍에 관한 이야기. 4 : 1效 
욥을 인도하다. 6 : 84 
욥의 기도를 들어주다. 21 : 期 
발로 때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다. 38 : 42 

한 다발의 잡초로 때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다. 38 : 44 
마시기에 좋은 물이 있는 곳으로 이주하라는 명령을 받다. 38 : 42 및 주해석 
욥의 자손들. 21 : 84 및 주해석 

용서 (Forgiveness) 

신앙인들의 의무. 42 ： 37, 40 ； 45 ： 14 
신앙인들에 의한，성서의 백성을 위해. 2 : 109 
하나님에 의한，하나님께 다른 것을 비유하는 죄인들을 위해. 4 : 必，110, 116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 39 : 53 
천사들은 지상의 모든 피조물에게 용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42 : 5 
화가 났을 때도 용서. 42 : 37 

용서와 화해. 42 : 40 

우흐드 전투 CTTie Battle of Uhd) 

우흐두 전투. 3 : 121 및 주해석 
적은 좌절하여 메카로 퇴각하다. 3 : 127 
우흐드 전투의 교훈. 3 : 139-143, 152-171 
우흐드에서 재물에 욕심이 난 병사들. 3 : 153 

초기 무슬림 병사의 승리. 3 : 1斑 
위선자들의 무지한 생각. 3 : 154 
위선자들에게 보인 무함마드의 천성적 인자함. 3 : 159 

우마르 (Umar) 

우마르가 이슬람에 귀의하게 된 배경. 20 : 서문 

우무라 (Umura) 

소순례 다 성지순례 참조. 
우무라를 근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2 : 158 
우무라 근행과정. 2 : 158(주해석) 

우무라의 근행은 하나님을 위해. 2 : 196 
우무라와 하지의 관계. 2 : 196 

움마 (Community)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후손들이 이슬람세계의 일원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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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 1我 
멸망한 세대. 3 : 134, 141 

중용의 공동체，2 : 143 

인류는 한 공동체 일원. 2 : 213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선올 촉구하고 계율을 지키라. 3 : 104 

가장 훌륭한 공동체 안에 있는 백성. 3 : 110 

성서의 백성중 신앙에 충실한 공동체가 있어. 3 : 113 
하나님은 각 공동체마다에 증인을 보내다. 4 : 41 

하나의 공동체를 두시려 하신 하나님. 5 : 51 

모든 공동체는 정하여진 운명속에. 7 ： 34 ； 10 ： 49 ； 15 ： 5 ； 23 ： 43 
진리로 백성을 인도하는 공동체. 7 : 181 
인간은 초기에 하나의 공동체로 살았다. 10 : 19 

각 공동체마다 선지자를 보내다. 10 : 47 ; 13 : 30 ; 16 : 36 ; 23 : 44 
하나님이 하나만의 공동체를 두지 않는 목적. 11 ： 118 ； 16 ： 93 ； 42 ： 8 
각 공동체의 증인이 나타나 증언하다. 16 : 84, 89 ; 秘 : 花 
무슬림 모두는 한 형제로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21 ： 92 ； 23 ： 52 
각 공동체마다 일정 예식을 갖도록 하다. 22 ： 34, 67 
각 공동체마다 경고자를 두시다. 35 : 24 

옻치 CUzza) 

메카 꾸라이쉬 부족이 숭배한 우상. 53 : 19 

원숭이 (Apes) 

원숭이가 되어 저주받다. 2 : 紋 ; 5 : 63 
무례함으로 증오와 저주받다. 7 : 166 

월경 (Menstruation》 
생리할 때는 부부생활 중단. 2 : 22 

위선자 (Hypocrites)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 척 하는 무리. 2 : 8 
자기 자신을 배반하고 기만하는 자. 2 : 9 
그들의 마음이 병들어 있는 자■. 2 : 10 
사회에 해악을 조성하는 자. 2 : 11 

어리석고 조롱을 받는 자. 2 : 13-15 

귀머거리, 벙어리，장님과도 같은 사람. 2 : 17-18 
공포와 어둠속에서 방황하는 자. 2 : 19-20 

논쟁만을 일삼는 자. 2 : 204 
성전을 회피하는 자. 3 : 167 
악을 추구하고 불행을 당할 때만 오는 자. 4 : 60-63 

지옥의 가장 낮은 화염속에 있을 것. 4 : 145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 하게되다. 9 : 64-65 

위선자들이 받게 될 형벌. 58 : 15-17 ； 4 ： 138 
거짓말장이, 기만하는 자, 겁장이. 59 : 11-14 
맹세와는 모순된 행위를 하는 자. 63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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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을 선동하는 자. 59 : 11 
위선자의 속성 10가지. 2 : 20(주해석) 

사탄과 함께 하는 자. 2 : 14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 4 : 72-73 

불신자를 친구로 삼는 자. 4 : 139 

유대인 (Jews)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허위라고 주장. 2 : 113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허위라고 주장. 2 : 113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무함마드를 환대하지 아니 하다. 2 : 120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of들이라 말하다. 5 : 20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유대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보호자로 택하지 않는 
다. 5 : 54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유대인들에게 저주가. 5 : 67 
신앙인들에게 대적하는 자는 유대인과 불신자 가운데 있어. 5 : 效 
유대인은 에즈라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 9 : 30 
아브라함은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스도교인도 아닌 무슬림. 3 : 67 

예수를 살해하려고 음모하다. 3 : 54(주해석) 

유누스 (YGnus : Jonah) SOrah 10 

유누스(요나) 명칭의 유래 : 제10장 서문참조 

유스프 (Yusuf : Joseph) Surah 12 

유스프(요셉) 명칭의유래 : 제12장 서문참조. 

음식 (Food) 

음식에 대한 가르침. 5 : 4 
기쁜 마음으로 선용. 5 : 效 ; 77 : 必 
허용된 음식과 금기된 음식. 2 : 168, 172-173 ; 5 : 2, 4-6, 90-91, 6 

121 

음모 (Plot) 

유대인들이 예수를 살해하려 음모하다. 3 : 54 

불신자들의 음모. 13 : 42 
죄인들의 음모. 16 : 26 

모세의 마술을 음모로 간주한 파라오. 7 : 123 
예언자 살레를 살해하려 했던 음모. 27 : 50 

유대인의 예수살해 음모에 하나님께서 대처하시다. 3 : 54 
선지자를 살해하려 한 음모. 14 : 46 

사악한 음모자는 평안하지 못함. 16 : 45 
음모한 자의 말로. 40 : 45 
예언자 노아를 살해하려 한 큰 음모. 71 : 22 

하나님의 말씀에 음모한 메카 불신자들. 10 : 21 
무함마드를 살해하려 한 불신자들의 음모. 8 : 30 

사악한 자들의 음모. 6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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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한 음모자에 대한 대가. 6 : 124 

의심 (Suspicion) 

신앙인은 가능한 한 의심을 피해야. 必 : 12 

의심은 일종의 죄악. 49 : 12 

의지 (Will) 

하나님의 의지. 10 : 99-100 ；30：5；81：29；82：8 
인간의 의지. 24 : 62 

자유의지. 81 : 28-29 ； 82 ： 7 

이블리스《ibns》 
아담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을 거절. 2 ： 34 ； 7 ： 11-12 ； 15 : 31-32 ； 17 ： 61 

； 18 ： 50 ； 20 ： 116 
이블리스와 그의 군대 모두는 불지옥으로 던져지다. 26 : 95 
이블리스를 따르는 사람. 34 : 20 
이블리스가 아담에게 경의를 표하기를 거절한 이유는 그의 오만과 거만 때문. 

2 ： 34 ； 38 ： 74-75 
이블리스는 천사가 아니라 영마의 하나. 18 : 50 

이삭 (Isaac) 

이삭이 믿은 것은 오직 하나님 뿐. 2 : 133 

무슬림은 이삭에게 계시된 것을 믿는다. 2 ： 136 ； 3 ： 84 ； 4 ： 163 
이삭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2 : 140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을 인도하다. 6 : 84 

이삭이 탄생하리라는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의 아내가 기뻐 놀라다. 11 : 
71-72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 12 : 6 ; 37 : 113 
이삭의 길을 따르다. 12 : 38 

이삭의 탄생. 14 : 39 및 주해석 ; 37 : 112 및 주해석 
이삭을 예언자로. 19 ： 49 ； 29 ： 27 
이삭을 의로운 자로. 21 : 72 

이삭은 신앙심과 지혜로 충만. 38 : 45 

이스라 (Isra) SCira 17 

이스라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17장 서문참조. 

이스라엘 (The Children of Israel : Bani Israel)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2 : 40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2 : 47 및 주해석. 122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2 : 83 
하나님의 은총을 불신한 이스라엘 자손. 2 : 221 
성전을 거부하고 도주. 2 : 246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예수를 선지자로 보내다. 3 ： 49 ； 43 ： 59 ； 61 ： 6 
허용된 음식을 스스로 금기한 이스라엘 백성. 3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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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와 성약을 하시다，5 ： 13, 73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내리다. 5 : 35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 말하다. 5 : 75 

믿음을 배반한 이스라엘 자손 다윗과 예수의 혀를 통해 저주받다. 5 : 81 

예수를 살해하려고 음모하다，5 : 113 
이스라엘 자손의 출국을 허용하겠다는 파라오의 말. 7 : 134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다. 2 ： 50 ； 7 ： 136, 138 ； 10 ： 90 ； 17 

: 103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케 하다. 5 : 23(주해석) 

모세에게 준 이 성전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 17 : 2 

； 22 ： 23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 17 : 4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 땅에 기거하라 하시다. 17 : 104 

박해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 20 : 47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다. 20 : 80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하다. 26 : 17 
이스라엘 백성욜 노예로 취급. 26 : 22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속하다. 26 : 於 
이스라엘 자손의 유대인 학자가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것이라고 인정. 26 : 198(주해석)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구하다. 44 : 30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은혜들. 45 16 ； 2 ： 47-53, 於, 22 

예수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약과 꾸란을 확중하다. 61 : 6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한 거역. 2 : 54-59, 61, 63-74 ; 5 : 74 ; 7 : 138-141 
이스라엘 백성과 무슬림들과의 관계. 51 : 75-79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 29 : 27 및 주해석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파라오의 학대. 2 : 必 ; 7 : 141 ; 14 : 6 ; 淡 : 4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다. 20 

： 77 ； 26 ： 53 ； 44 ： 23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를 승배하다. 2 ： 51, 93 

예언자들을 무차별 살해하다. 2 : 61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여 원숭이와 갈은 저주를 받다. 2 : 枝 ; 7 : 1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열두명의 정시적 지도자. 5 : 13 

이스마^엘 (Ishmael : Ismail) 

아브라함의 장남으로 태어나다. 14 : 39 및 주해석 ; 37 : 101 

장남을 신의 제단에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37 : 102 
이스마엘이 제단에 을려지다. 37 : 103 

이스마엘 대신에 살찐 어린양이 희생되다. 37 : 107 및 주해석 
신전을 깨끗이 하라는 명령을 받다. 2 : 125 
카으바 신전의 주촛돌을 놓다. 2 : 127 
야곱의 자손들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삭의 신이었던 하나님만을 경배하 

겠다고 약속하다, 2 : 133 
이스마엘의 종교. 2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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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의 계기가. 4 : 163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마엘. 6 : 歎 
이스마엘은 약속을 이행한 충실한 예언자. 19 : 54 

인내한 이스마엘. 21 : 85 

선택받은 예언자. 38 : 48 

이슬람 Osfem) 

이슬람의 시원은 하나님. 3 : 19 

하나님의 종교인 이슬람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함. 3 : 紋 
완성된 종교. 5 : 4 

이슬람에로 마음을 열다. 6 : 1我 ; 39 : 22 
이슬람에 초청받은 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악한 행위. 61 : 7 

이슬람에 귀의하여 자선올 베푸는 자에게는 두려움과 슬픔이 없어. 2 : 112 

가장 훌륭한 신앙은 하나님의 종교인 이슬람의 길을 걷는 것. 4 : 125 
이슬람은 인간 본성의 종교. 30 : 30 

이름 (Names) 

하나님의 가장 름다운 이름. 7 : 1歎 
하나님의 이름 99개. 7 : 1歎(주해석) ； 17 : 110(주해석) ; 20 : 8 ; 59 : 24 

이브라힘 (Ibrahim : Abraham) SGra 14 

이브라힘 명칭의 유래 : 제14장 서문참조. 
아브라함 참조. 

이드리스 (Idrts》 
성서속의 이드리스 이야기. 19 : 56 ; 21 : 紋 
노아의 할아버지로 아담 이후 최초 예언자. 19 : 56(주해석) 
예언자로 선택받다. 19 : 57 
하늘로 승천. 19 : 57(주해석) 

이슬람세 (Zakat) : 자카트 참조. 

이클라스 (Ikhl^s) SOra 112 

유일신 사상의 대표적 장 : 제112장 서문참조* 

이자 (Riba : Interest) 

이자를 받는 자는 악마가 스쳐 정신을 잃은 자. 2 : 275 
이자의 금지. 2 ： 275, 278 ； 3 ： 130 
이자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없어. 2 : 276 
이자소득과 상거래 소득은 갈을 수 없어. 2 : 275 

금지된 이자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징벌이. 4 : 161 

이혼 (Divorce) 

아내와 이혼한 후 법정기간이 지났을 때 여성의 재혼은 자유. 2 : 231 
이혼한 남편과의 재결합. 2 : 232 

동침전, 지참금 지불전의 이혼은 죄악이 아님, 2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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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明深^，好拜■攻效從成起雜^，雜數경我^^ 

선지자가 이혼을 원할 경우. 65 : 1 ; 效 : 5 

동침전, 지참금 지불 후의 이혼일 때 지참금 분배문제. 2 : 237 
결혼한 후 동침에 들어가기 전의 이혼. 33 : 49 
세번째 이혼당한 여성이 본 남편과의 재결합 조건. 2 : 230 

이혼의 맹세. 2 : 227 

화해를 통한 두번의 이혼은 허락되나. 2 : 229 
이혼한 여성은 그날로부터 3개월 후에 재혼가능. 2 : 228 

이혼한 여성은 부양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 241 
취소 가능한 이혼. 2 : 我1 
취소 불가능 한 이혼. 2 : 230 
이혼후의 자녀 양육문제. 2 : 233 

언간 (Man》 
흙을 빚어 창조하다. 6 ： 2 ； 15 ： 26 ； 3 ： 59 ； 7 ： 12 
인간을 창조한 목적. 51 ： 56 ； 1 ： 4 ； 7 ： 189-190 

인간은 천성적으로 조급하게 창조되다. 21 : 36 ; 70 : 19-21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30 : 30 
인간은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95 : 4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부여받은 인간. 41 : 40 
만물은 인간을 위해 창조된 것. 2 : 29 ; 22 : 效 ; 31 : 20 ; 45 : 13 
지상의 대리자로 임명받은 인간. 2 : 30 ; 6 : 1效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탱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짐을 주지 않으신다. 2 ： 286 ； 

23 : 62 ; 校 : 7 
인간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 2 : 202 
인간은 약한 존재로 창조되다. 4 : 28 
부모에 대한 효도는 .인간의 의무. 17 : 我 ; 29 : 8 ; 31 : 14 ; 46 : 15 

한방울의 정액으로 인간을 창조. 76 : 2 

태내에서 인간의 형상이 만들어지다. 3 : 6 
인간은 악을 선으로 대처해야. 我 : 96 
하나님의 영혼이 인간의 몸에 들어가니 청각，시각，심장이 움직이다. 32 : 9 
인간의 세가지 의무. 5 : 92-93 
인간의 주거지와 임종하는 곳은 대지. 7 : 效 
자손과 재물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시험. 8 : 28 
인간은 말이 많은 존재. 18 : 54 
인간은 절망하기 쉬운 존재. 30 ： 36 ； 41 ： 49 
재물을 좋아하나 인색해 하는 인간. 17 : 100 ; 粉 : 20 

가장 우수한 피조물로 선택받은 존재. 17 : 70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시다. 2 : 155 ; 3 : 1歎 ; 57 : 效 
인간의 즐거움으로 장식되는 것들. 3 : 14 
인간이 지켜야 할 의무. 4 ： 1, 36 ； 17 ： 23-39 ; 29 : 8-9 ; 30 : 38 ; 31 : 33 

인간의 종착점. 6 ： 60, 72 ； 10 ： 45-46 

인간은 타인의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없어. 6 : 164 
인간은 그의 업적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17 : 71 

곤경에 처하여 있을 때의 인간과 곤경에서 벗어났을 때의 인간. 10 : 12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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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 16 : 53-55 ； 17 : 67-70 ； 29 ： 10, 校-效 ； 30 : 33-34 ； 31 ： 32 

； 39 ： 8, 49 ； 42 ： 48 ； 89 ： 15-16 

인간과 육체적 성장. 22 : 5 ; 幻 : 12-14 ； 40 ： 67 

인간의 죽음과 부활. 23 : 15-16 

인간의 혀，손, 그리고 발이 자신에 대하여 증언. 24 : 24 
인간은 물로 만들어지다. 幻 : 54 

인간의 결혼과 혈통관계. 25 : 54 
인간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31 : 22 

인간의 가슴속에는 한개의 마음이. 33 : 4 
인간의 자업자득. 42 : 30 

인간의 모든 업적은 두명의 천사에 의해 기록된다. 50 : 17-ia 23 
사망후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탄생. 56 : 60-61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인社 70 : 22-35 
인간의 오만. 75 : 31-40 
무상한 현세를 사랑하는 인간. 76 : 27 

능력을 부여받은 인간. 90 : 8-10 
빈손으로 왔다고 빈손으로 가는 것. 6 : 여 

인내 (Patience) 
구원은 인내와 예배로써 2 : 45 

거짓말에 인내하는 야곱. 12 : 18, 83 
믿음과 인내. 90 : 17 ; 103 : 3 
하나님을 인내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다. 2 : 153 
인내하는 아름다운 것. 70 : 5 
인내와 결속. 3 : 200 

고통과 역경속에서 인내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 2 ： 177 ； 24 ： 27, 61 ； 33 ： 
56 

인싼 (Insan) Sura 76 
인싼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76장 서문참조. 

인색 (Niggardliness) 
인색한 자의 말로. 3 : 1歎 ; 4 : 37 

인생의 목표 CTTie Goal of Life) 
인생의 최후 목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6 : 31 ; 10 : 45 ; 13 : 2 ; 30 : 8 

； 84 ： 6 

일부다처제 (Polygamy) 
일부다처제의 허용. 4 : 3 

일부다처제의 조건. 4 ： 3 ； 129 
일부일처제의 권고. 4 : 3 

인류 (Mankind) 
인류는 하나의 공동체. 2 : 213 ; 10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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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모두는 아담의 후손, 4 ： 1 ； 39 ： 6 ； 49 ： 13 
오만함으로 범주를 벗어나다. 10 : 23 
심판이 가까워오고 있으나 깨닫지 못하는 인류. 21 : 1-3 

인쉬까끄 (Inshiqaq) Sura 84 
인쉬까끄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84장 서문참조， 

인피따르 (Inf始r) SOra 巡 
인피딸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役장 서문참조 

믿다 (c(ddat) 
이혼한 여성이 재혼하기 위해 기다리는 법정기간. 2 : 228, 231-232 

미망인이 된 여성이 재혼하기 위해 기다리는 법정기간. 2 : 234-235 

동침하기 전에 이혼했을 경우의 기社 33 : 49 
생리가 끝난 여성의 경우. 效 : 4 
법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여성에 대한 남성의 의무. 65 : 6 및 주해석 

일리야스 (Elias : llyyds) 
의인중의 한 사람. 6 : 紋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 37 : 1我-132 

일리윤 Cllliyun)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며 축복받은 장소，效 : 18(주해석) 
의인들의 업적이 기록 보관되어 있는 곳. 期 : 18 

《 ᄌ:》 

자꿈 (ZaqOm Tree)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나무. 17 : 60(주해석) ; 37 : 俊-66 

죄인들이 먹는 음식. 44 : 44 ; 56 : 班 

자선 (Charily) 
자선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2 ： 110 ； 3 ： 134 ； 57 ： 18 

자선은 인간의 의무. 2 : 1幻 ; 64 : 16 

자선을 베푸는 대상. 2 ： 215 ； 273 ： 9 ： 00 
무엇으로 자선을 베풀 것인가. 2 : 219, 254 ; 51 : 19 

재물을 바치는 것, 2 : 261-262 

겸손한 말 한마디. 2 : 263 
공개적으로 행하는 자선과 남모르게 행하는 자선. 2 : 271 

자선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2 : 273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 받는 보상. 2 : 274 
죽기전에 자선을 베풀어야. 於 : 10 

자선은 하나님을 위해. 64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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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의 목적. 2 ： 273 ； 9 ： 60 

자식 (Children) 
자식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 방해되어서는 아니되며. 63 : 9 

가난을 구실로 자식을 살해하는 것은 죄악. 6 ： 151 ； 17 ： 31 
딸을 낳았다고 슬퍼하는 것은 잘못. 16 : 58 

여아의 탄생을 수치로 생각하여 생매장한 무지한 백성. 16 : 59 및 주해석 
부모에 대한 효도는 자식의 의무. 必 : 15 

자씨야 (J^thiya) SGra 45 
자씨야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45장 서문참조. 

자연 (Nature) 
모든 자연이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24 : 41-44 ； 50 : 6-11 
하나님이 약속이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다. 78 : 6-16 
자연의 다채로움. 13 : 3-4 

자연의 완전무결한 조화. 67 : 3-4 

자웅 (Male and Female) 
각각의 자웅을 방주에 태우다. 11 : 40 ; 我 : 27 
모든 열매에도 자웅을 두시다. 13 : 3 

모든 피조물을 자웅으로 창조. 51 : 49 ; 36 : 36 ; 43 : 12 
자웅으로 남자와 여자를 두다. 53 ： 45 ； 75 ： 39 ； 42 ： 11 

자유의지 (Freewill) 
인간의 의지를 시험하고 수련하기 위해. 4 : 70-80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6 : 107 
신앙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의지에 의해 선택되어야. 10 ： 99 ； 18 ： 29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한울 받는. 74 ： 56 ； 76 ： 29-30 ； 81 : 28-29 

자이납 (Zainab) 
예언자 무함마드의 아내. 33 : 我(주해석), 37-38, 50 
자흐쉬의 딸. 33 : 28, 37-38, 50 

쿠자이마의 딸. 33 : 我, 50 

자리야트 (Z^riy^t) Sura 51 
자리야트 명칭의 유래 : 제51장 서문참조 

자카리야 (Z는chariah》 
마리아를 양육하다. 3 : 37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하도록 기원하다. 3 : 38(주해석) 

자카리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총. 3 : 38-41 ； 19 : 2-11 
의인중의 한사람. 6 : 85 

자카리야 부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총. 21 : 90 

자카트 (Z츠始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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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트는 무슬림 의무중의 하나. 2 ： 43, 110, 177, 277 ； 4 ： 162 ； 5 ： 58 

자카트의 목적. 9 : 60 

자카트 지불. 9 : 60 

잔자빌 (ZanjabH) 
천국에서 의인들이 마실 우물의 이름，76 : 17 

장벽 (Barzakh) 
바르자크 참조. 

장사 (Trade) 
장사는 합법적인 거래. 2 ： 275 ； 4 ： 29 
장사를 위해 하나님 경배하기를 소홀해서는 아니되며- 24 : 37 ; 放 : 11 
가장 축복받은 장사. 61 : 10-13 

장식 (Adornment) 
장식은 하되 사치는 금지. 7 : 31 
별들로 장식된 하늘. 37 : 6 
빛으로 장식된 하늘. 41 : 12 

등불로 장식된 하늘. 67 : 5 
보는 자들을 위해 하늘올 천도로 장식. 15 : 16 
결함하나 없이 장식된 하늘. 50 : 6 
마음을 장식하다. 49 : 7 
현세의 즐거움으로 장식되는 것들. 3 : 14 

저울 (Measure) 
양과 무게를 가득 채워야. 17 : 35 

전쟁 (War) 
먼저 전쟁을 도발하는 쪽이 책임. 2 : 190 
전쟁은 하나님을 위해서만，2 : 190-193 ； 4 ： 84 
하나님을 위한 전쟁은 의무. 2 : 216, 244 

신성한 달의 전쟁은 금지. 2 : 194, 217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한，전쟁. 2 : 246-法1 

억압받은 남녀 약자를 위한 전쟁. 4 : 75 
공격을 받았을 때의 반격과 전쟁은 허용. 2 : 190 ; 22 : 49 

신앙을 지키기 위한 전쟁. 2 : 193 

하나님을 부정하지 아니할 때까지 성전. 8 : 39 
적군이 휴전을 제의한다면 받아들여야. 8 : 61 

약자가 되어 휴전을 제의하는 것은 수치. 47 : 35 
조약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9 : 4 

전쟁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8 : 60 
전사자는 순교자이다. 2 : 154 ; 3 : 140, 1於 
출전에 제외될 수 있는자. 48 : 17 
전쟁 탈주병은 살해. 4 : 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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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포로 (Prisoners of War) 
전리품이나 보상금을 얻기 위해 적을 포로로 잡는 것은 배제되어야. 8 : 67 및 
주해 석 

전쟁포로 석방조건. 47 : 4 및 주해석 
포로들에게 믿음을 전파할 때의 은혜. 8 : 70 

의식주를 제공할 것. 76 : 8 

전투 (Battle) 
칸다크 전투. 33 : 9(주해석) 

바드르 전투의 승리. 3 : 123 ; 바드르 전투 참조. 

후나인 전투. 9 : 25 및 주해석 
카이바르 전투. 33 : 27(주해석) 
우흐드 전투. 3 : 121 및 주해석 
타북 전투. 9 : 4(X주해석) 

제자들 (Disciples)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만을 섬긴 무슬림이라 증언. 3 : 52 

종교 (Re_on) 
강요되어서는 아니되며，2 : 親6 및 주해석 
종교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선택된 것이어야. 10 ： 99 ； 18 ： 29 
지상을 다스릴 자의 종교를 확립시키다. 24 : 55 

하나님의 종교는 이슬람. 3 : 19, 83-S4 
완성된 종교. 5 : 4 
종교에 유희와 오락은 베재되어야. 6 : 70 

모든 예언자들의 종교는 동일한 하나의 종교. 42 : 13-15 

종교의 분열을 막아야. 6 : 159 ; 30 : 32 

종말 (The Last Day) 
종말은 반드시 온다. 34 : 3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40 : 59 ; 51 : 6 

종말의 시기에 대하여 묻다. 51 : 12 ; 7 : 187 ; 33 : 效 
종말의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 7 : 187 
갑자기 온다는 예정. 7 : 187 

종말은 순간에 온다. 16 ： 77 ； 54 ： 50 
종말이 가까왔다. 63 ： 53 ： 1 

주마르 (Zumar) Sura 39 
주마르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39장 서문참조. 

주므아 (Juma) Sura 62 
주므아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雜장 서문참조. 

주디산 (Mount Judf) 
노아의 방주가 주디산에 정박하다. 11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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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크루프 (Zukhruf) Sura 43 
주크루프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43장 서문참조_ 

죽음 (Death) 
하나님의 허락없이는 죽지 아니하며. 3 : 145 
인간의 죽음은 필연적. 3 : 1紋 ; 4 : 78 ; 21 : 35 ; 然 : 57 
죽음의 고통에서 헤매는 사악한 자. 6 : 93 : 14 ; 17 

죽은자를 소생시키다. 6 ： 122 ； 75 ： 40 

죽은자를 부활시키다. 6 : 36 
죽은 후 부활한 다음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며. 14 ： 17 ； 20 ： 74 ； 87 ： 13 

죽음은 사악한 자를 위해. 16 : 淡-29 
죽음은 의로운 자를 위해. 16 : 30-32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다. 45 : 24-26 

죽음은 수면의 상태로 39 : 42 

현세에서 영원한 생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21 : 34 
죽은 뒤에는 다시 현세로 돌아올 수 없어. 21 : 技 
두번의 죽음과 두번의 생명. 40 : 11 및 주해석 
인간의 죽음과 인간이 알 수 없는 형상으로 소생될 인간. 56 : 60-61 

죽음뒤의 부활 (Resurrection After Death) 
죽음뒤의 부활은 진리의 약속. 21 ： 97 ； 23 ： 101 ； 36 ： 32 ； 39 ： 44 

죽은자를 살게한 예수. 5 : 113 

죽음뒤의 삶 (Life After Death) 
죽음뒤에 다른 삶이 온다는 약속. 2 : 淡 ; 改 : 44 ; 10 : 4 

죽음뒤의 삶은 영원한 것. 40 : 39 
죽음뒤의 영원한 삶은 현세보다 좋은 것. 4 : 77 ; 12 : 109 ; 17 : 21 
현세의 모든 업적은 죽음뒤의 내세에서 평가를 받는다. 18 : 49 ; 20 : 15 

죽음뒤의 내세에서 있을 형벌은 더욱 크다. 39 : 26 

줄 까르나인 (Dhul Qarnain) 
두개의 뿔을 가진자. 두 뿔을 가진 왕. 18 : 效 및 주해석 
동쪽의 해돋는 곳과 서쪽의 해지는 곳에 이르다. 18 : 敗-90 

방벽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다. 18 : 供 

중상 (Defamatory Talk) 
남을 중상하는 언사는 욕되는 일. 4 : 148 
중상하는 자는 현세와 내세에서 저주받을 자. 24 : 幻 
중상모략은 선행을 방해하는 것. 我 : 12 

중재 (Intercession) 
하나님의 허락없이는 아무도 중재할 수 없어. 2 : 幻5 ; 10 : 13 

하나님 외에는 중재자 없어. 6 : 51，70 
하나님의 약속올 받은 자는 중재할 수 있어. 19 : 87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자는 중재할 수 있어. 20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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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재는 하나님이. 39 : 44 

진리를 증언한 자의 중재는 유:I 43 : 歎 및 주해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한 자 중재능력 부재. 43 : 粉 
천사들의 중재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 유효，我 : 26 및 주해석 
심판의 날 중재가 허용되는 세가지. 58 : 11(주해석) 

증인 (Evidence : Witness) 
계약체결시 증인으로 하여 계약사항을 기록하도록. 2 : 282-283 
2명의 남자 증인 부재시 1명의 남자와 2명의 여성이. 2 : 282 

유언을 할 때의 증인. 5 : 109-111 
증언을 서게 될 귀, 눈, 피부. 41 : 20-23 

의심스러울 때 증인에 항변할수 있다. 5 : 109 

지식 (Knowledge》 
지식을 겸비한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자가 갈을 수 없어. 39 : 9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지혜를 가르칠 임무를 부여받은 예언자들. 2 : 151 
지식의 습득은 독서를 통해서. 96 ： 1, 3 
지식의 습득은 작문을 통해서. 96 : 4 
지식 습득의 권장, 96 : 1-4 
지식을 찾아 떠나다. 18 : 66 
알아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35 : 28 
지식이 무지보다 낫다. 58 : 11(주해석) 
지혜와 지식을 부여받은 솔로몬. 21 : 79 
지식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21 : 79 

지식을 습득한 자의 지위를 높여주는 하나님. 58 : 11 

내세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께 있어. 31 : 34 ; 43 : 紋 

지옥 (Hell) 
일곱개의 문이 있다. 15 : 44 
죄악에 대한 보상으로 들어가는 곳. 13 : 18 

불신자가 들어 가는 곳. 18 : 1⑴ ; 29 : 54 ; 9 : 73 
지옥의 겁화를 지키는 19명의 천사. 74 : 30-31 
피부는 그을러 지고 달구어진다. 4 ： 56 ； 74 ： 29 
종교를 유회와 오락으로 생각한 자와 현세의 삶에만 유혹된 자가 들어가는 

곳. 7 : 51 ; 79 : 38 
한탄과 통곡만이 계속되는곳. 11 : 106 

지옥의 삶은 영원한 것. 11 : 107 ; 4 : 17 ; 43 : 74 
영마와 인간들로 가득찬 곳. 11 : 119 

피가 섞인 곪은 물을 마시며 사는 지옥 사람들. 14 : 16 
족쇄，화염속에 휩싸이는 지옥의 사람. 14 ： 49 ； 50 

지옥의 음식. 88 ： 6-7 ； 56 ： 57 ； 37 ： 67 44 ： 43-44 

지옥의 사람이 마시는 음료수. 56 ： 54 ； 78 ： 24-效 ; 14 : 17 ; 38 : 57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곳. 效 ： 15-16 

사악한 자가 들어가는 곳. 26 : 91 ; 我 : 20 ; 38 : 55 ; 78 : 23 ; 後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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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한 자가 들어가는 곳. 79 : 37 
지옥의 땔감. 2 : 24 ; 效 : 6 
지옥의 사람이 겪는 고통과 상태. 22 : 19-22 ； 25 ： 13 ； 32 ： 20 ； 69 ： 30-37 

좌편의 기록에 의거 지옥에 들다. 69 : 25 
지옥의 사람은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며. 20 : 74 

지참금 (Dowry) 
결혼지참금 참조， 

지하드 (Jited : Holy War) 
재산과 생명을 바쳐 성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큰 보상받다. 9 ： 20 ； 8 

: 72 

하나님을 위해 성전하는 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어. 9 : 19 
신앙을 위한 성전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 29 : 6 
성전하는 자의 보상은 천국. 3 : 1松 
진실한 신앙인이란 성전하는 자. 8 : 74 ; 必 : 15 
복과 번성을 누릴자는 재산과 생명으로 성전하는 자. 9 : 88 ; 61 : 11 
박해속에서도 성전하는 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다. 16 : 110 

불신자와 위선자에 대항하여 성전하라는 하나님의 촉구, 9 : 73 ; 66 : 9 ; 幻 
: 52 

지하르 (Ziter) 
아내를 어머니처럼 묘사하여 재혼을 막았던 폐습. 33 : 4 및 주해석 
지하르 형태로 이혼한 자가 지하르를 취소할 때. 58 : 3 

지하르란. 58 : 2(주해석) 
지하르는 4가지 조항에 의해 금기. 58 : 2(주해석) 

진 (Jinn) SOra 72 
진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72장 서문참조. 
진이란 무엇인가*. 6 : 1⑴(주해석) 

진을 둔 것은 예언자를 시험하기 위해. 6 : 112 
사람을 유혹하는 진. 6 : 128 
불지옥으로 들어가는 진. 7 : 38, 179 
인간과 진이 꾸란을 모방하려 하다. 17 : 88 

이블리스는 진의 종류. 18 : 50 
진과 인간이 솔로몬 앞에 대열을 서다. 27 : 17 
이프리트는 진 가운데 하나. 27 : 39 및 주해석 
진을 숭배한 자. 34 : 41 
사악한 유령. 악마와 그것들을 추종하는 모든 인간은 진이라. 41 : 25(주해석) 
진의 무리로 꾸란을 듣도록 하다. 46 : 29 

진과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 51 : 56 
진과 인간은 천지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어. 55 : 33 

진이 꾸란을 듣고 말하다. 72 : 1 
진이 창조된 시기. 15 : 27 
진은 화염으로부터 창조* 15 : 27 및 주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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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Pearls) 
진주처럼 잘 보관된 소년. 52 : 24 
진주로 장식된 곳. 22 : 我 
진주로 장식된 의상. 35 : 33 

진주처럼 빛나는 청순한 소년. 76 : 19 

짐 (Burden》 
자신의 짐을 타인이 대신할 수 없아 29 : 12-13 ； 35 ： 18 ； 6 ： 164 ； 17 ： 15 

; 53 : 38 

불신자는 이중으로 짐을 지게되다. 16 : 25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짐은 지지 아니하며. 2 ： 286 ； 7 ： 42 ； 23 ： 62 

질잘 (ZilzaD Sura 99 
질잘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99장 서문참조. 

| 《 ᄎ:》 

:j 참된 종교 (Natural Religbn) 
참된 종교란 인간의 본성에 근거를 둔 종교. 30 : 30 

I 창조 (Creation》 
1 창조의 반복. 10 ： 4 ； 27 ： 64 ； 29 ： 19 ； 13 ： 5 ； 21 ： 104 

인간의 창조. 23 : 12-14 

엿새 동안에 천지창조. 7 : 54 ; 32 : 4 ; 57 : 4 
창조의 다양성. 35 : 27-28 

창조의 방법 ; 있으라 그리하면 있느니라. 2 ： 117 ； 16 ： 40 ； 36 ： 82 ； 40 ： 
紋 ; 54 : 50( 주해석) 

균형을 이룬 창조. 39 : 5 

천지창조는 인간창조보다 위대. 40 : 57 
창조의 목적. 51 : 56 

책 (Book) 
하나님올 믿는 자의 이정표. 2 : 2 

공부하고 연구해야 할 책. 2 : 121 

성서의 어머니. 3 ： 7 ； 13 ： 39 ； 43 ： 4 
은닉된 모든 것을 밝혀 줄 책. 5 : 16 

성서의 백성들. 3 : 64-80, 98-99, 113-115, 187, 199 ； 4 ： 47, 153-161 
각 세대를 위한 책. 13 : 38 

축복받은 밤에 계시된 책. 44 : 3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책. 端 : 2 

책을 믿는 백성. 4 : 136 

천국 (Parad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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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에서 거주하라 명령을 받은 아담과 이브. 2 ： 35 ； 7 ： 19 

믿음으로 선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2 : 我 ; 4 : 124 ; 7 : 42 ; 11 

： 23 ； 19 ： 60 

기독교인과 유대교인은 자기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 
말하다. 2 : 111 

천국에 들어가는데는 많은 시련이. 2 : 214 
천국은 하늘과 땅처럼 넓으나 정의에 사는 사람만을 위해 준비된 곳. 3 : 133 

천국 들어감이 금지된 자는 불신자. 5 : 75 
천국의 나무 잎사귀로 몸을 감싼 아담과 이브 7 : 22 ; 20 : 121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과 갈아. 7 : 40 
선행으로 물려받은 천국. 7 : 必 
천국의 사람이 지옥의 사람을 부르다. 7 : 44 

인사를 받는 천국의 사람. 7 : 46 
천국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없는 곳. 7 : 씬 
지옥의 사람이 천국의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올 구걸하다. 7 : 50 

생명과 재산을 바쳐 천국을 사는 사람. 9 : 111 

천국의 삶은 영원한 것. 10 : 26 ; 11 : 108 
의인에게 약속된 곳. 13 : 次 ; 50 : 31 ; 81 : 13 

천사들의 인사를 받는 천국의 사람들. 16 ： 32 ； 70 ： 73 
악을 경계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곳. 19 : 63 ; 25 : 15 

정직한 사람에게 약속된 장소. 26 : 90 
제일 먼저 열리는 천국의 문 에덴. 39 : 73 및 주해석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이 있는 곳. 43 : 71 
천국의 종류. 53 ： 15 ； 39 ： 73(주해석) ; 改 : 效 ; 效 : 22 ; 70 : 38 ; 我 : 10 
천국의 사람과 지옥의 사람이 갈을 수 없어. 50 : 20 

천국에 궁궐을 지어달라고 기도하는 파라오의 아내. 效 : 11 및 주해석 
인내하는 사람을 위해 준비된 곳. 76 : 12 
순결한 배우자가 있는 곳. 4 : 57 ; 37 : 48 ; 改 : 22 
천국의 아내 히와르아인. 55 : 47(주해석) 

천국에 있는 과실과 음식 (Fruits & Foods in the Paradise) 
종려나무 열매와 포도. 17 : 91 ; 55 : 秘 
맛과 색이 변하지 않는 우유. 47 : 15 

두통이 없으며 기쁨을 주는 술. 47 : 15 

꿀. 47 : 15 
조류의 고기. 改 : 21 

온갖 과실들. 77 : 42 ; 55 : 斑, 效 
바나나. 56 : 28(주해석) 
석류. 55 : 68 

향기가 좋은 카푸르 술. 76 : 5(주해석) 

천사^ (Angels) 
인간의 업적을 기록하는 두 천사. 50 : 17 및 주해석 ; 82 : 10-12 

하나님의 유일성을 확증하다. 3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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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의 존재를 믿는 것은 신앙인의 의무가운데 하나. 2 : 177 
천사의 존재를 부정한 자 방황하다. 4 : 136 

지옥을 다투는 주바니야 천사. 66 : 6(주해석)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행하는 자유의지가 없는 피조물. 66 : 6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천사. 41 : 30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천사*. 8 : 12 

진리의 목적을 실현키 위해 천사들을 보내다. 15 : 8 
인간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경고하기 위해 보내다. 16 : 2 

지상의 모든 인간을 위해 관용을 촉구하다. 42 : 5 

불신자는 천사를 여성으로 묘사. 53 : 27 
하늘로 승천하는 가브리엘 천사. 70 : 4 

사악한 자의 영혼을 끌어가는 천사. 79 : 1 
축복받은 자의 영혼을 인도하는 천사. 79 : 2 

천국으로 안내하는 천사 79 : 4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 79 : 5 및 주해석 
인간의 모든 행위를 감시하는 천사. 效 : 10 
천사는 남녀의 구별이 없는 피조물. 37 : 150 

천사의 하강. 6 : 111，158 ; 16 : 33 ; 25 : 21-22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강하는 천사들. 97 : 4 
천사들은 둘 • 셋 ‘ 넷쌍의 날개를 가진 하나님의 전령. 35 : 1 

하나님의 권좌를 떠받치고 있는 8명의 천사. 69 : 17 
각 개인을 앞 뒤에서 수호하는 천사. 13 : 11 
시기하는 천사. 2 : 30 

아담에게 경배하는 천사들. 2 : 34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 2 ： 97 ； 97 ： 3 
천사들의 적은 하나님의 적. 2 : 98 
죽음을 담당하는 이즈라엘 천사. 32 : 11 및 주해석 
벌을 주는 천사. 96 : 18 

천채 (Orbs) 
궤도를 따라 운행하는 천체. 21 : 33 

청결 (Purity) 
여행자, 환자，용변 후, 여성과 접촉 후 물이 없을 경우. 4 : 43 
물이 없을 경우 몸을 청결하게 하는 따얌뭄. 4 : 43 
따얌품이란. 4 : 43(주해석) ； 5 : 7(주해석) 

물이 있을 경우 몸을 청결하게 하는 우두. 5 : 7 
우두하는 방법과 순서. 5 : 7(주해석) 

초생달 (New Moon》 
인간과 순례를 위한 시계. 2 : 1紋 

축제 (Banquet》 
음식이 마련된 식탁을 내려주어 시종일관 축제가 되도록 해 달라고 기도하는 

예수. 5 : 117 

■■因，^海해 ■^■1마 ■■■urn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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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 

카으바 (Kaba ; The House of God) 
인류의 안식처 및 성역으로 세워진 최초의 신전. 2 : 125 ; 3 : 96 ; 5 : 100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카으바 신전의 주촛돌을 놓다. 2 : 127 

카으바 신전이 갖고 있는 의의. 2 : 1幻(주해석) 

이곳은 아브라함이 멈추어 선 곳. 3 : 97 ; 2 : 1我 
카으바를 신전이라 하다. 5 : 100 
안전한 곳. 3 : 97 
성스러운 예배당. 17 : 1 
카으바 신전으로 순례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 22 : 27 

카인 (Cain》 
아담의 아들 카인과 아벨이야기. 5 : 30-32 및 주해석 

카우싸르 (Kauthar) SCira 1期 
카우싸르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108장 서문참조 
카우싸르의 의미, 108 : 1(주해석) 
카우싸르를 부여 받은 예언자. 108 : 1 

카디자 (Khadija) 
무함마드의 아내. 33 : 我(주해석) 

카푸르 (從Kir》 
의인들을 위해 천국에 마련된 술. 76 : 5 
카푸르의 의미. 76 : 5(주해석) 

카피룬 (K요firnn》SCira 1期 
카피룬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109장 서문참조. 

카흐프 (Kahf) Sura 18 
카호프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18장 서문참조. 

코끼리 (Elephant) 
코끼리와 관련된 이야기. 1沈장 서문. 
보끼리의 무리를 물리친 이야기. 105 : 1-5 및 주해석 

< E > 

타가분 (Tagabun) Sura 64 
카가분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64장 서문참조. 

타끄와 (Taq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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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2 : 2 및 주해석 

타스님 (Tasnim) 

천국의 사람이 마시는 음료수의 일조. 83 : 27 및 주해석 

타우바 (Tawba) Sura 9 

타우바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9장 서문참조. 

타카쑤르 (Tak효thur) Sura 102 

타카쑤르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102장 서문참조. 

타크위르 (Takwlr) SOra 81 

타크위르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81장 서문참조. 

타흐림 (Tahrim》Sura 典 
타흐림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效장 서문참조. 

태양 CTTie Sun)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지게하다. 2 : 258 
태양과 달을 시간측정 기준으로 두다. 6 : 96 

태양，달，별들을 창조. 7 ： 54 ； 21 ： 33 
태양을 열과 빛의 발광체로 하다. 10 : 5 
꿈속에서 요셉에게 부복하는 태양. 12 : 4 

태양이 하나님께 순종하다. 13 ： 2 ； 16 ： 12 ； 22 ： 18 
태양을 숭배한 백성. 27 : 24 

태양은 하나님의 법칙에 대한 운행. 31 ： 29 ； 35 ； 13 ； 36 ： 38 ； 39 ： 5 
태양은 하나님 예증가운데의 하나. 41 : 37 
태양과 달에 대한 숭배금지. 41 : 37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태양. 55 : 5 

태양은 등불. 71 : 16 
태양과 달이 만나는 날. 75 : 9 

틴 (Tin) SCira 95 

틴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95장 서문참조. 

< H > 

파라오 (Pharaoh) 

파라오의 압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다. 2 : 49 

파라오의 가문이 하나님을 불신하다. 3 ： 11 ； 8 ： 52, 54 
모세를 통하여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예증을 보내다. 7 ： 103 ； 10 ： 75 
파라오에게 모세를 예언자로 보내다. 7 ： KM ； 43 ： 46 ； 44 ： 17 
파라오 단어의 의미. 7 : 1(M(주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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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백성에게 가뭄으로 벌을주다. 7 : 130 
과라오 백성을 멸망시키다，8 : 54 

전국의 모든 마술사를 불러 모으다. 10 : 79 
이스라엘 자손을 구한 후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익사케 하다. 2 : 50 

; 10 : 90 ; 17 : 104 ; 20 : 78 
여아는 살리고 남아룰 살해한 과라오* 14 : 6 

파라오는 한계를 넘어선 오만하고 거만한 자. 20 : 必 ; 然 : 46 ; 28 : 4 ; 44 

: 31 
파라오가 다시 술책을 꾸미다. 20 : 60 

모세를 양육한 파라오 가정. 我 : 8 
모세를 살해하려 음모를 꾸미는 파라오，40 : 26 

높은 궁전을 세워달라고 하만에게 요구하는 과라오* 40 : 36 
최악을 벌을 받는 파라오. 40 : 45-47 
천국안에 궁궐을 세워줄 것을 기도하는 파라오의 아내. 效 : 11 
파라오의 죽은 시체를 확인하다. 10 : 92 

현세와 내세에서 저주를 받는 파라오 11 : 99 
파라오에게 내린 벌의 종류. 40 : 35(주해석) 

파즈르 (Fazr) Sura 期 
파즈르 명칭의 기원 : 제熟장 서문참조 
라마단 금식달의 음식 섭취는 마그림부터 파즈르 예배 전까지. 2 : 187 
파즈르 때의 꾸란낭송은 천사가 지켜본다. 17 : 78 
파즈르 예배 이전의 가정방문은 허락을 받은 후에야. 24 : 58 
파즈르 때까지 평안의 인사를 하는 천사. 97 : 5 

파트흐 (Fath) Sura 48 

파트흐 명칭의 유래 : 제48장 서문참조 

파띠르 (Fatirt SCira 然 
파띠르 명칭의 유래 : 제35장 서문참五 

파티하 (F여iha) Sura 1 

파티하의 의미 : 제1장 서문참조_ 

파티하 명칭의 유래 : 제1장 서문참조_ 

판매 (Bargaining) 

관매가 아무런 효용이 없는 날. 2 : 次4 ; 14 : 31 
관매를 고리대금 행위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2 : 275 

판매는 합법적 행위. 2 : 275 
기도시간을 알리는 아잔이 울리면 판매행위를 하지 않는다. 24 : 37 및 주해석 

팔라끄 (Falaq) Sura 113 

팔라끄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113장 서문참조 

평등 (Equality) 

모든 신앙인은 한 형제. 3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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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Peace : S^lam) 

평안하소서 라고 인사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 7 : 46 
평안하소서 라고 인사하는 천사. 10 : 10 

천사로부터 평화의 인사를 받는 신앙인. 14 : 23 ; 19 : 62 ; 16 : 32 ; 39 : 

평안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36 : 我 
약자가 되어 평화를 촉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한 것. 47 : 我 
적이 평화를 촉구하면 이를 수락해야. 8 : 61 
쌀람(평화)으로 인사하는 사람을 믿는 자가 아니라 말하지 말 것. 4 : 94 

신앙인을 만났을 때의 인사는 쌀라무 알라이쿰(그대 위에 평화가!) 6 : 54 

인내하는 사람에게도 쌀라무 알라이쿰. 13 : 24 
탄생할 때와 임종할 때 그리고 부활할 때 평안을 기원. 19 : 15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에게 쌀라무 알라이쿰 이라고 인사. 19 ： 46 

푸르깐 (Furqan》SOra 25 

푸르깐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法장 서문참조. 

푸실라트 (Fusilat) SOra 41 

푸실라트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41장 서문참조， 

필 (Rl) Sura 105 

필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1效장 서문참조 

《 등》 

하나님 (Allah : God) 

하나님의 속성 熟개. 17 : 110 

하나님의 유일성. 2 : 1於 ; 112 : 1. 4 및 주해석 ； 16 ： 51 
만물의 창조주. 2 ： 29, 117 ； 6 ： 73 

경배의 대상자는 오직 하나님 뿐. 2 : 1於，效5 ; 3 : 2, 18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 6 : 103 
하나님은 당신께 도달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다. 29 : 於 
노력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 84 : 6 
드러난 것과 드러나 있지 않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 3 : 29 
인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예언자를 선택하시다. 22 : 75 

하나님은 자손을 둘 필요가 없는 분. 2 : 11 ; 112 : 3 ; 4 : 172 ; 6 : 100 ; 
: 4-5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4 ： 172 ； 5 ： 175 
아내를 두지 아니하신 분. 6 : 101 ; 72 : 3 
부모를 두지 아니하신 분. 112 : 3 

졸음과 잠이 없으신 분. 2 : 255 
알파와 오메가인 하나님. 57 : 3 

하나님의 율법은 변할 수 없어. 技 :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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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와 과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20 : 110 

생명의 근원되시는 분. 15 : 23 ; 紋 : 13 

하나님의 권좌는 물위에. 11 : 7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인간의 본성. 7 : 172-173 
간구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 주시는 분. 2 : 1粉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89 : 27-29 
완전한 속성은 하나님만이 소유. 7 : 180 
가정의 평화는 천국 속성중의 하나. 10 : 25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 10 : 57 
하나님의 세례란. 2 : 138 및 주해석 
최후의 상속자는 하나님. 3 : 1粉 ; 15 : 23 ; 19 : 40 

존재와 소멸의 원인자. 15 ： 23 ； 16 ： 53 
생명과 죽음의 원인자. 15 : 23 ; 3 : 156 ; 6 : 紀 
때와 장소를 초월한 존재. 2 ： 115 ； 7 ： 7 
최후의 종착점이 되는 분. 53 : 42 : 96 : 8 

통일은 하나님만을 섬길 때. 2 : 163 ; 6 : 19 ; 16 : 22 ; 我 : 91 

현세와 내세를 주관하시는 분. 92 : 13 

심판을 하시는 분. 34 : 26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 2 : 117 ; 30 : 27 

평화의 원천되시는 분. 59 : 我 

하까 (Haqa) Sura 69 

하까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69장 서문참조. 

하늘 (Heaven : Sky) 

하늘의 창조. 16 ： 3 ； 38 ： 27 ； 6 ： 1 
수증기로 가득찬 하늘. 41 : 11 

하늘과 땅은 하나였다가 둘로 분리된 것. 21 : 30 및 주해석 
일곱개의 하늘. 41 : 12 ; 效 : 12 ; 67 : 3 ; 81 : 15 
빛으로 장식된 지상의 하늘. 41 : 12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이 창조되다. 10 : 3 ; 50 : 38 
하늘은 대지를 위한 천정. 2 ： 22 ； 21 ： 32 ； 40 ： 64 

버팀대가 없는 하늘. 31 : 10 
하나님의 손에 의해 감겨지는 하늘. 39 : 67 
하늘의 문일 열릴 때. 78 : 20 
하늘이 그의 베일을 벗을 때. 81 : 11 

하늘이 쪼개어 질 때. 77 : 9 

하늘이 용해된 구리처럼 되는 날. 70 : 8 
이틀만에 칠천을 완성. 41 : 12 
등불로 장식된 하늘. 67 ： 5 ； 41 ： 12 

하늘에 오르신 하나님이 칠천을 형성하시다. 2 : 29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 7 : 40 
나무가지는 하늘로 뻗쳐야. 14 : 24 

하늘에 길을 두고 보는자를 위해 장식. 15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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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갈라지는 날. 25 : 幻 ; 73 : 18 ; 82 : 1 ; 84 : 1 
별들로 장식된 지상의 하늘. 37 : 6 

하늘이 짙은 연기로 가득 차는 날. 44 : 10 

한점 결함없이 창조된 하늘을 보면. 50 : 6 
하늘이 진동하는 날. 52 : 9 

하늘이 분리되는 날. 55 : 37 
하늘이 분산되는 날. 效 : 16 
하늘에 오르려고 시도한 영마. 72 : 8 
수호자들과 별들로 가득찬 하늘. 72 : 8 

칠천이 하나님을 찬미. 17 : 44 

하늘을 여는 열쇠는 하나님의 소유. 39 ： 63 ； 42 ： 12 

하늘이 벌어지는 날. 42 : 5 

하디드 (HadicO Sura 57 

하디드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所장 서문참조. 

하루 (A Day) 

하루는 천년과 같아. 22 ： 47 ； 32 ： 5 
오만년과도 같은 하루. 70 : 4 

하루트와 마루트 (Harut and MarOt) 

바빌론 시절에 총명했던 두 인물. 2 : 102 

하만 (Haman》 
파라오 군대의 장수. 28 ： 6, 8 
최초로 구운 벽돌을 만든 인물. 28 : 38 및 주해석 
오만했던 파라오와 하만. 29 : 39 
모세를 마술사로 부르다. 40 : 24 
파라오가 하만에게 높은 궁전을 세워달라고 요구. 28 ： 38 ； 40 ： 36 

하쉬르 (Hashr) Sura 59 

하쉬르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59장 서문참조. 

하프사 (Hafsa) 

실수를 한 무함마드의 아내. 66 : 1(주해석) 

S지 (Haji) Sura 22 

맞지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22장 서문참조_ 

성지순례 참조. 

행정 (Administration of Public Affairs) 

공사의 행정처리에 있어 자문을 구하고 결정이 되었을 경우는 하나님께 구원. 
3 : 150 

상호협의에 의해 처리. 42 : 38 

하나님 선지자 그리고 책임자에게 순종해야 할 의무. 4 : 50 
공평하고 공정한 처리의 의무. 4 : 58 

■■巡뼈⑮;j타g및■나致: 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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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God’s Permission) 

흙으로 빚은 새가 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때문에. 3 : 49 

장님과 문둥병 환자가 치료된 것도 하나님의 허락. 3 : 49(주해석)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허락 때문. 3 : 49(주해석)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 3 : 145 

현세 (The Life of This World) 

오락과 유희에 불과한 것. 6:32; 幻:64; 40 : 39;47:36;57:20 

현세의 삶에 기만당하는 사람. 6 ： 70 ； 7 ： 51 
현세의 수치를 당할 사람. 7 ： 152 ； 22 ： 9 
현세의 삶은 내세에서는 티끌에 불과. 9 : 38 
현세의 삶은 하늘에서 내리는 물거품 갈은 것. 10 : 24 

현세의 부귀영화를 원하는 자가 받을 보상. 11 : 15 
현세의 삶은 순간의 기쁨에 불과. 13 : 沈 
현세의 장식품은 자손과 재물. 18 : 46 
현세와 내세를 잃게 되는 사람. 22 : 11 

현세의 삶이란 단지 살아가다가 죽는 것. 23 : 37 
현세와 내세에서 고통스러운 벌을 받을 자. 24 ： 19, 23 

현세에서 저주를 받을 자. 28 : 42 
재물은 현세를 살기 위한 양식에 불과. 28 : 於 ; 42 : 36 
현세의 향락만을 즐기는 자가 받게 될 벌. 28 : 61 

현세에 유혹되지 말라. 31 : 33 ; 35 : 5 

현세와 내세에서 저주 받을 자. 33 : 57 
현세와 내세의 보호자는 하나님. 41 : 31 

금은보화는 현세생활의 향락에 볼과. 43 : 35 

협의 (Council) 

모든 중요문제는 협의를 해야. 3 : 150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모든 일을 협의에 의해 처리해야. 42 : 38 

형벌 (Punishment) 

예언자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6 : 130 ; 17 : 16 
하나님은 부당하게 형벌을 내리시지 않으신다. 11 : 117 ; 29 : 21 
형벌의 목적은 개심시키는 데 있다. 23 : 76-77 
하나님은 서둘러 형벌을 내리시지 않는다. 22 : 47-51 
절도범에 대한 형벌. 5 : 41 

형벌을 유예하시는 하나님. 10 : 11 ; 11 : 8 
간통한 남녀에 대한 형벌. 24 : 2 
중상모략에 대한 형벌. 24 : 4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형벌을 내리지 않으신다. 8 ： 33 ； 5 ： 42 

형벌은 교훈으로 내린다. 2 : 66 

하나님의 자비로 형벌을 피할 수 있다. 7 : 156 

형제애 (Brothership) 

마음이 하나 될 때 형제가 된다. 3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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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은 하나의 공동체이므로 모두가 한 형제. 21 : 92 , 23 : 52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인은 한 형제 

효도 ( Filial Piety)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 2 : 效 ; 4 : 36 ; 6 : 151 ; 17 : 33 

； 46 ： 15 

화해 (Reconiliation) 

형제간의 불화를 화해시켜야 할 신앙인의 의무 

회개 (Repentance) 

회개하면 용서 받을 수 있어. 2 : 1於 
회개하고 개선하면 하나님의 관용과 자비를 받을 수 있어. 3 : 燃 
수락되지 않는 회개, 3 : 90 ; 4 : 18 
회개할 때 모든 죄가 용서된다. 39 : 53 

진실한 회개란 회개한 후 선을 실천해야. 紀 : 71 
수락되는 회개. 4 ： 17 ； 16 ： 119 

후나인 (Hunain) 

후나인 전투에서 하나님이 신앙인들을 돕다. 9 : 我-效 

후다이비야 (Truce of Hudaibiyyah) 

메카 불신자들의 공격을 제지하여 주신 하나님. 48 : 24(주해석》 
후다이비야 휴전. 48 : 27(주해석》 

후드 (HOd) Sura 11 

후드 명칭의 유래 : 제11장 서문참조 

후르아인 (Companions of Paradise) 

아름답고 눈이 큰 천국의 현모양처. 44 : 54 및 주해석 ; 斑 : 20 ; 效 : 22 
눈을 내려감고 정자에 앉아 있는 배우자. 55 : 72 

후자마 (Huzama) SCira 104 

후자마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104장 서문참조 

후즈라트 (Hujrati SCira 49 

후즈라트 명칭의 유래와 의미 : 제必장 서문참조. 

희생 (Sacrifice》 
모든 공동체의 회생제는 의무. 22 : 34 
희생제의 기원. 22 : 34(주해석) 
회생제는 하나님께만 바쳐야. 22 : 34 

희생된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바치는 것. 22 : 37 

히즈르 (Hijr) Sdna 15 

히즈르 명칭의 유래 : 제15장 서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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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란에 언급된 25명의 예언자 및 선지자 

1. 아담 (Adam) : 한글색인 1317쪽 참조 

2. 이드리스 (Idris) 

진실한 예언자. 19 : 56 

하나님은 그를 승천시킴. 19 : 57 

인내하는 자. 21 : 紋 

3. 노아 (Noha) : 한글색인 1291쪽 참조 

4. 후드 (Hud) 

아드 백성을 위한 예언자로 보내어짐. 7 : 效，26 : 1法 
불신과 조롱을 받다. 7 : 66, 11 : 我, 11 : 59, 26 : 136-137 

백성들에게 충고. 7 : 秘, 11 : 斑^ 26 : 126-135, 46 : 21-26 

우상숭배금지. 7 : 71 

하나님의 은혜로 구제되다. 7 ： 72, 11 ： 58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심. 11 : 54 

5. 살래 (Saleh) : 한글색인 1310쪽 참조 

6. 아브라함 (Abraham) : 한글색인 1318쪽 참조 

7. 롯 (Lot) : 한글색인 1295쪽 참조 

8. 이스마엘 (Ismael) : 한글색인 1330쪽 참조 

9. 이삭 (Isac) : 한글색인 1329쪽 참조 

10. 야곱 (Jacob》: 한글색인 1321쪽 참조 

11. 요셉 (Joseph) : 한글색인 1325쪽 참조 

12. 욥 (Job》: 한글새인 1326쪽 참조 

13. 줄키플 (Zulkif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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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심이 강함. 21 : 56 

선인으로 선택받음. 38 : 48 

14. 슈아이브 (Shu’aib) : 한글색인 1314쪽 참조 

15. 요나 (Jonah) : 한글색인 1325쪽 참조 

16. 모세 (Moses) : 한글색인 1297쪽 참조 

17. 아론 (Aaron) : 한글색인 1318쪽 참조 

18. 엘리야 (Elias) 

의인중의 한사람. 6 : 紋 
선지자로 선택받음. 37 : 123 

백성들에게 충고. 37 : 124 

우상숭배금지. 37 : 125 

유일신 사상 강조. 37 : 126 

불신당함. 37 : 127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 37 : 129-132 

19. 엘리사 (Elisha) : 한글색인 1321쪽 참조 

20. 다윗 (David) : 한글색인 1292쪽 참조 

21. 솔로몬 (Solomon) : 한글색인 1313쪽 참조 

22. 자카리야 (Zachariah) : 한글색인 1335쪽 참조 

23. 요한 (John) : 한글색인 1326쪽 참조 

24. 예수 (Jesus) : 한글색인 1323쪽 참조 

25. 무함마드 (Muhammad) : 한글색인 129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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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영 길 (崔 永 吉) 

• 학력 
• 한국외국어 대학교(아랍어 : 문학사) 
• 한국외국어 대학교(아랍어 : 문학석사•) 
• 사우디 왕립이슬람대학교(이슬람학 : 수료) 
• 수단 움두르만 국립이슬람대학교(이슬람학 : 문학박사) 

•경 력 
• 사우디 제다 이슬람문화원 전임강사{야간부) 
• 사우디 이맘 무함마드 이븐 사우드 왕립대학교 객원교수 
• (現〉성천문화재단 <동서인문고전강좌〉교수 
• (現》명지대학교 아랍어 아랍문학과 교수 

• 논* ■무 

• 한S사를 수반한 아랍어 명사의 분류와 용법 
• 기독교와 이슬람교리의 비교연구 
• 이슬람신학사상 
• 무함마드 승천에 관한 연구 
• 꾸란 특성에 관한 연구 
• 한국교과서에 왜곡 소개된 이슬람실태 연구 
• 이슬람사상에서 본 아담의 원선설 
• 이슬람의 결혼관 
• 꾸란에 나타난 이슬람인의 인사말 연구 
• A1 Daw’a A1 Islamiya in Korea 
. A1 Islam in Korea 
• Korean & Islamic Common Traditions 

• PtDspect of Islam in Korea 
• The Status of Islam in South Korea 

• 저 서 
• 아랍어를 배우는 길 
• 생활아랍어 회화 
• 하디스 40선 
• 이슬람의 거래와 관습 
• 이슬람의 생활규범 
• 이슬람문화사 
• 16억 이슬람인의 역사와 문화 
• 꾸란의 이해 
• 꾸란해설 
• Arabic Language 1(공저) 
• Arabic Language II(공저) 
• Islamic Thou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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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본문 및 주해 . 2-3 

제 2 장: 바 까라 

개 요 

메세지와 인간 
본문 및 주해，1-29 . 6-12 
인간의 본성과 운명 ; 

본문 및 주해，20-39 . 12 - 14 
이스라엘의 자손 ; 

그들의 특권과 타락 
본문 및 주해，40-86 . 14 - 25 
성서의 백성들 ; 

그들의 질투와 편견 
본문 및 주해，87-121 . 25 - 34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카으바 신전을 건립하다 ; 

새로운 시대의 창조와 메카를 끼블라로 
본문 및 주해，122-167 . 34 - 44 
새 시대를 위한 율법 ; 

음식, 위자료，유산, 단식，성전，순례，자선，술과 도박， 
고아，결혼과 이혼 및 미망인 

본문 및 주해，168-242 . 45 - 紋 

雜理顯■雜■■냥■地^技_«額»鑛速雜병經■部^殘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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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와 정의를 위한 성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본문 및 주해, 243-253 . 紋 - 68 

창조주의 속성 ; 

권자에 오르시다 ; 

신앙이 강요되어서는 아니되며 ; 

올바른 행위 ; 

아브라함 ; 

자선 ; 

고리대금 ; 

계약 ; 

증인 ; 

본문 및 주해，254-283 . 69 - 78 

창조주 앞에서의 모든 생명 ; 

본문 및 주해，284-286 . 78 - 79 

제 3 장: 이므란 

기I 요 . 80-81 

전에 계시된 메세지 확증 ; 

믿음의 수락 
본문 및 주해，1-20 . 83 - 效 

미완성의 진리와 완성된 창조주의 성서 ; 

자기 백성들과의 우정 
본문 및 주해，21-30 . 87 - 燃 
선지자들 형제애 구축하다 ; 

마리아，요한 및 예수 탄생 
본문 및 주해，31-63 . 89 - 97 

공동원칙 촉구，분열과 분쟁을 피하다 ; 

진리의 종교 

본문 및 주해，64-120 . 97 - 109 

창조주의 원조는 노력하는 자에게(바드르 전투에서) 

불행으로부터는 교훈을 배워야(우흐드 전투에서) 

본문 및 주해，121-148 . 109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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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의 문란과 분쟁，용기의 상실，이기주의를 추구할 때의 위험 ; 

영광은 두려움 없는 순교자에게 
본문 및 주해，149-180 . 115 - 123 

불신자들의 조롱은 무의미한 것이다 ; 
창조주의 약속은 확실한 것 ; 

그러므로 그분에게 의지해야 ; 

본문 및 주해，181-200 . 123 - 127 

제 4 장: 니싸아 

개 요 . 128 - 129 

인류의 조화 : 성생활 및 가족관계의 신성함 ; 

여성과 고아 ; 유산분배 

본문 및 주해，1-14 . 130 - 134 
성범죄는 근절되어야; 

결혼과 여성의 권리 ; 믿음과 자선 그리고 친절 

본문 및 주해，15-42 . 134 - 142 
청결，순결，진리，순종 그리고 정신적 유대관계에 기여하는 

다른 미덕들 
본문 및 주해，43-70 . 142 - 148 

형제애의 권리와 의무 ; 위선자 및 
배교자에 대한 경7]ᅵ 

본문 및 주해，71-91 . 148 - 153 
생명의 신성 ; 

위험시의 예배 때는 반드시 경계를 해야 
본문 및 주해，92-104 . 153 - 157 
배반과 비밀은 회피해야 ; 

경건한 신앙은 격려를 해야 
본문 및 주해，105-126 . 157 - 161 
여성과 고아 그리고 만인에 대한 정의 ; 

진실되고 아름다운 심성이어야 

본문 및 주해，127-152 . 161 - 166 
성서의 백성들이 잘못 갔던 곳 ; 

메세지는 꾸란에서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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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및 주해，153-176 . 166 - 171 

제 5 장: 마이다 

개 요 . 172 - 173 

책무와 의무 ; 신성한 인간은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 ; 음식과 사회 

상호관계에 대한 율법 
본문 및 주해，1-6 . 174 - 176 

청결과 순결 ; 정의와 올바른 행위 ; 신에게의 의지 
본문 및 주해，7-12 . 176 - 178 

진리에 대한 위선，진리를 거역했을 때 
창조주는 어떻게 그분의 은혜를 

거두어 가셨는가? 

본문 및 주해，13-29 . 179 - 184 

아벨에 대한 카인의 질투 그리고 그의 살인 ;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죄악들 
본문 및 주해，30-46 . 184 - 188 

인간의 이기심을 초월한 정의 ; 

창조주의 진리를 전파함에 두려워해서는 아니되며， 
항상 악을 멀리하되 진실되고 겸손해야 

본문 및 주해，47-89 . 1燃 - 199 

낭비，성급한 결단，술과 도박 
‘그리고 미신을 피해야 

본문 및 주해，90-111 . 199 - 204 

예수의 기적, 그러나 그는 그가 신이라 
주장하지 아니했다 

본문 및 주해，U2-120 . 205 - 206 

제 6 장: 안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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ᅫ 요 ... 207 

하늘과 대지 위에서 창조주의 권세 ; 
반드시 내세는 존재한다 

본문 및 주해，1-30 . 208 - 214 
현세의 삶은 무상한 것 ; 중요한 것은 내세 : 

창조주는 영계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어 
본문 및 주해，31-60 . 214 - 220 
창조주의 사랑은 항상 우리곁에 ; 우리가 보호 

받고자 할 때는 그분에게서 찾아야 
본문 및 주해，61-82 . 221 - 225 
계시는 모든 시대를 총괄하는 것으로 꾸란은 

하나의 축복이요 확증이라 ; 창조주의 예증은 
자연의 아름다운 조화 

본문 및 주해，83-110 . 226 - 233 
창조주를 거역하는 것은 기만이요 기만은 서로를 

속이는 행위 ; 그러므로 창조주에게 의탁해야 
본문 및 주해，111-129 . 233 - 238 
선행과 악행의 등급 ; 

미신과 사치를 버려야 
본문 및 주해，130-150 . 238 - 243 
창조주의 명령들은 비합리적 타부가 아니라 

도덕의 율법에 기본을 둔 것 
본문 및 주해，151-1 紋 . 243 - 247 

^懸 —■ 
제 7 장 : ^ᅡ으리프 

개 요 . 248 - 249 

계시는 영혼과 마음의 고통을 편안하게 ; 
오만과 낭비는 악의 근원 

본문 및 주해，1-31 ... 250 - 257 
창조주께서 사악함을 금지하시다 : 

그리고 좋은 것 모두는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며 
의로운 자는 평화와 희망속에서 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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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및 주해, 32-58 . 257 - 264 

노아，후드, 살레，롯 그리고 슈아이브 ; 

이들 선지자들의 경고함이 거절되었을 때 
이를 거역한 자들의 말로는? 

본문 및 주해，59-99 . 264 - 273 

모세가 이방인들의 오만함과 거역함에 대항하여 
싸우다 ; 최후의 선지자도 마찬가지였다 

본문 및 주해，100-157 . 274 - 288 

선지자에게 계시된 메세지는 이전의 율법을 
대체하다. 

본문 및 주해，158-171 . 288 - 292 
태생이 선한 사람은 창조주로부터 강함을 받으며 ; 

죄악이 존재하나 이것은 순간에 불과할 뿐 ; 
심판은 반드시 오는것 ; 
그러므로 창조주께 가까이 하라 
그리고 겸손하고 경건하라. 

본문 및 주해，172-206 . 293 - 299 

■ 빼 
제 8 장: 안 팔 

기I 요 . 300 

투쟁은 전리품이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창조주의 명분을 위해서라야 

본문 및 주해，1-19 . 301 - 305 

창조주의 부름에 순종하라 그렇지 않는 자 
번성치 못하니라. 

본문 및 주해，20-37 . 305 - 309 
본문 및 주해, 38-64 . 309 - 315 

진실한 인간은 전리품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와 신앙을 위해 투쟁하는 것 

본문 및 주해，紋-75 . 316 - 318 



1361 

제 9 장: 타 우 바 

개 요 . 319 - 320 

적이 조약을 깨뜨릴 경우 
전쟁선포 이전에 시간을 주라 ; 사원은 
신앙인을 위해 있는 것 

본문 및 주해，1-29 . 321 - 328 

어느 누구라도 창조주의 빛을 막을 수 없어 ; 
재물은 권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선의 
목적을 위해 있는 것 ; 창조주를 위해 성전할 것 

본문 및 주해，30-42 ... 328 - 331 
신앙인들은 그들의 의무를 완수하며 변명하지 

아니한다 ; 자선금은 위선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 의로운 
사람의 축복은 창조주 기쁨안에 있어 

본문 및 주해，43-72 . 334 -339 
사악에 대항하는 성전은 가장 강한 것이어야 ; 

봉사와 희생의 기회는 기쁨을 사는 기회 
본문 및 주해，73-99 . 340 - 346 
신앙의 선구자는 그들의 보상을 창조주의 

기쁨안에서 찾는다 ; 창조주의 은혜는 
자유톱고 풍부하다 ; 실수한 자는 회개 
함으로서 은혜를 얻을 수 있어 

본문 및 주해，100-118 . 346 - 351 
언행이 진실할 때 최고의 보상이 ; 

성전은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 
본문 및 주해, 119-129 .. 351 - 353 

제 10 장 : 유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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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I S . 354 

창조주는 인간의 영혼을 경이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다 
단 인간이 믿음으로 창조주에게 
모든 것을 의지할 때이다 ; 

인간의 뿌리는 하나이다 
본문 및 주해，1-20 . 356 - 359 
아름답고 유용한 모든 것은 창조주로부터 ; 

순간의 향락보다는 성서를 통한 창조주의 
영원한 평안의 집을 지어야 

본문 및 주해，21-40 . 359 - 364 
창조주의 진리가 우리 영혼에서 항상 내재해야 ; 

예언자들은 인간을 가르치기 위해 왔으니 
인간은 그들을 받아들이되 위선을 버려야 

본문 및 주해，41-70 . 364 - 309 

창조주는 자비와 정의로서 우주를 다스리다 ; 
회개함은 늦기 전에 

본문 및 주해，71-92 . 370 - 373 
인내하고 계속 노력하라 ; 

창조주의 계획은 의로운 것으로 피조물 
가운데 선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 있는 것 

본문 및 주해，93-109 . 373 - 376 

제 11 장: 후 드 

기I S. . 377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그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와 내세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망각하다 ; 창조주의 메세지는 
인도하는 빛이요 용서하는 자비라 

본문 및 주해，1-24 . 378 - 383 
노아는 그의 백성을 사랑하사 가르치며 

경고하였으나 그는 조롱을 받았으니 
창조주의 진리는 그들을 제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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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방주를 타고 홍수로부터 구제 되었다 
본문 및 주해, 親-49 . 383 - 389 
아드는 그의 백성들의 죄인들로 말미암아 후드로부터 

경고를 받고，사무드는 살레로부터 경고를 
받았으나 그들은 창조주를 욕되게 하였으니 
멸망하게 되었다 

본문 및 주해，50-68 . 389 - 393 
롯의 백성에게 정의의 임무를 띠고 온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다 ; 

롯의 백성은 그들의 고집으로 멸망하였으며 
마드얀과 슈아이브 백성도 그와 같았더라 

I 본문 및 주해，69-95 . 393 - 398 
| 오만한 파라오가 그의 백성을 그릇되게 인도하다 

본문 및 주해，96-123 . 398 - 404 

제 12장: 요 셉 

개 요 .. 405 - 406 

요셉에 관한 이름다운 이야기 ; 그의 형제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그를 헐값에 
팔아버 리다 

본문 및 주해，1-20 . 407 - 411 
요셉은 파라오 궁궐의 한 고관에게 팔리다 

고관의 아내가 요셉에게 열정을 느낀 후 
그를 어려운 곤경에 빠지게 하다 ; 그러나 
진리와 정의는 그와 함께 하였다 

본문 및 주해，21-42 .... 411 - 416 
그는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어 기근에 대처하여 

백성들을 구하다 ; 그의 형제들이 왔으나 그를 
알아보지 못하다 

본문 및 주해, 43-68 . 416 - 423 
요셉이 그의 형제 벤자민을 데려오라고 

형제들에게 요구하다 ; 요셉욘 그의 
전략에 의해 형제들이 잘못을 고백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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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 그들을 용서하며 아버지를 데리러 보내다 
본문 및 주해, 69-93 . 423 - 428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집트에 오니 온 가족이 
재결합하였다 ; 이렇듯 창조주의 계획은 항상 
선을 위해 마련되다 

본문 및 주해，94-111 . 429 - 432 

제 13 장 : 라아드 

기| 요 . 433 

자연은 창조주의 영광을 노래하다 ; 번개와 천둥은 
창조주 위력의 하나의 징표，그분의 
자비도 그분의 예증 가운데 하나 

본문 및 주해，1ᅳ18 . 434 - 438 

믿음이 있는 자는 보는 자와 같고，믿음이 없는 자는 
장님과 같아 ; 창조주의 약속은 필연적 

본문 및 주해，19-31 . 439 - 441 
창조주의 진리는 곧 실현되며 ; 

현세의 음모는 
어떤 힘도 없어 

본문 및 주해, 32-43 . 442 - 445 

제 14 장 : 아브라함 

가| 요 . 446 

암흑에서 광명으로 인도 ; 선지자들이 승리하다 ; 
진리는 좋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가 튼튼하고 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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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며 좋은 열매를 맺는다 
본문 및 주해，1-27 . 447 - 453 
악마가 유혹하려 애쓰다 ; 아브라함의 기도 
본문 및 주해，28-52 . 453 - 458 

제 15 장 : 히 즈르 

7H 요 . 459 

창조주는 그분의 진리를 수호하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영원하시다 

본문 및 주해，1-25 . 460 - 464 
인간은 하찮은 존재 ; 인간의 위치는 창조주가 

영혼을 불어 넣으므로서 
본문 및 주해，26~50 . 464 - 467 
창조주의 은혜와 자비는 언제나 

먼저 오며 정의와 응벌은 
그분의 율법을 부정한 자만을 제압하다 

본문 및 주해，51-84 . 467 - 471 
창조주의 가장 영광된 선물은 꾸란 
본문 및 주해，85-99 . 471 - 473 

제 16 장: 나 홀 

개 요 . 474 

인간을 창조주께로 인도하는 예증과 은혜는 
헤아릴 수 없어 ; 그러나 오만함이 
인간을 그릇되게 유혹 

본문 및 주해，1-25 . 475 - 479 
사악한 자들의 음모는 수치로 끝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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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벌은 기대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오다 
본문 및 주해，26-50 . 479 - 484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한분 ; 창조주는 인간의 사회적, 윤리적 
정신적 성장을 위한 모든 수단을 제공 

본문 및 주해，51-83 . 484 - 491 

선지자들이 진리를 거역한 이들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라 ; 그러므로 의도와 
행위가 진실해야 

본문 및 주해，84-100 . 491 - 494 

속세의 권세를 버리라 ; 창조주는 순결하고 의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자들과 함께 하다 

본문 및 주해，101-128 . 必4 - 499 

제 17 장: 이스라 

기! 요 . 500 - 501 

피조물인 인간이 인간을 가르치나 각자는 
각자의 책임이 있어 ; 창조주의 선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으니 그 선물은 각각 달라 
본문 및 주해，1-22 . 502 - 506 
창조주를 위한 봉사는 모든 인간에게 의무 ; 생명과 의무는 

신성한 것 ; 악을 멀리하고 회피하라 
본문 및 주해，23-40 . 507 - 510 

피조물은 창조주의 영광을 찬미 ; 그분의 계시는 
진리 ; 말을 조심하고 분쟁을 피하라. 

본문 및 주해，41-60 . 510 - 513 

악의 근원 ; 탁월한 인간은 보다 높은 
책임을 진다 ; 진리는 영원하나 
위선은 곧 멸망하다. 

본문 및 주해，61-84 . 514 - 518 

영감，창조주의 최고 선물 ; 꾸란은 
진리를 가르치고 ; 창조주의 o!를다운 
이름들을 칭송 

본문 및 주해，紋-111 . 518 -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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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장: 카흐프 

지 요 . 525 
계시는 악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영원한 선으로 인도 ; 

동굴안의 동료들에 관한 이야기와 그 교훈들 
본문 및 주해，1-22 . 526 - 530 
진리는 오직 창조주에게만 ; 

본문 및 주해，23-44 . 531 - 535 
선행이 창조주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 

거만은 악의 근원 ; 위선은 멸망 
본문 및 주해，45-59 . 535 - 538 
모세와 기적들，가장 훌륭한 지식은 인내로서 

추구되어야 
본문 및 주해，60-82 . 538 - 542 
줄까르나인 생애의 세가지 이야기 ; 

힘은 창조주를 섬기는데만 사용해야 
본문 및 주해，83-110 . 543 - 547 

제 19 장: 마리 아 

기I 요 . 548 

자카리야와 요한, 아버지와 아들 ; 

요한은 예수의 소식을 예견하다 
본문 및 주해，1-15 . 549 - 551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 ; 

예수는 한 예언자로서 창조주의 종복 
본문 및 주해, 16-40 . 551 - 556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 모세와 그의 형제 ; 

창조주를 위한 희생자 이스마엘과 그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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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및 주해, 41-45 . 555 - 556 

내세는 분명한 것 ; 방황치 말고 창조주를 
영광되게 해야 

본문 및 주해，46-98 . 556 - 563 

제 20 장 : 따 하 

n 요 . 564 - 565 

창조주의 계시는 인간을 슬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 ; 
창조주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들 

본문 및 주해，1-8 . 566 
모세가 어떻게 선택되어 뚜와 계곡에서 

어떤 임무가 주어졌는가? 
본문 및 주해，9-36 . 567 - 570 
모세의 탄생 ; 그의 임무를 위한 준비 ; 미디안족과 

함께 거주하다 ; 두가지 임무 
본문 및 주해，37-76 . 570 - 576 
노예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구출 ; 

사미리의 반란 ; 송아지 승배 ; 내세 경고 
본문 및 주해，77-104 . 576 - 581 
심판 때는 지위고하가 필요없어 ; 악의 근원 및 유혹 ; 

서둘지 말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본문 및 주해，105-135 . 581 - 586 

제 21 장: 안 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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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이 멀지 아니했으니 ; 창조주를 찬양하라 ; 
창조주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아 

본문 및 주해，1-29 . 588 - 592 
창조는 우주의 조화 ; 창조주의 계시를 받다 
본문 및 주해，30-50 . 592 - 596 
악은 선에 의해 정복당하게 되며，어떠한 환경에도 

대처한 선지자들의 선례 ; 모든 인간은 
형제애로 하나되어야 

본문 및 주해，51-93 . 596 - 604 
모든 행위는 그 결과가 있는 것 ; 심판은 반드시 오며 ; 

회개는 늦기전에 
본문 및 주해，94-112 . 604 - 607 

제 22 장 : 핫 즈 

개 요 . 608 

심판은 무서운 것이므로 논쟁하지 말라 그리고 
창조주의 예증을 보고 그분의 메세지를 
받아들이 라 

본문 및 주해，1-25 . 609 - 613 
상징은 정신적 성장을 대변하는 것 ; 성지순례，희생 및 

진리를 위한 성전의 의미를 이해 
본문 및 주해，26-48 . 613 - 618 
악을 퇴치 ; 창조주를 위한 증인이 되어야 
본문 및 주해，49-78 . 618 - 623 

제 23 장 : 무으미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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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함께 하는 선행은 성공과 축복으로 근원이 됨 ; 
창조주 섭리에 대한 예증은 인간 안에 있는 것 

본문 및 주해，1-50 . 625 - 632 
진리의 형제애는 하나 ; 분열은 마음이 좀은 사람들에 

의해 야기되는 것 
본문 및 주해, 51-92 . 632 - 637 

악을 피하라 
본문 및 주해，93-118 . 637 - 640 

제 24 장 : 누 르 

기| 2. . 641 

성범죄는 공개형으로 다스려져야，여성에 대한 중상모략은 
하나의 심각한 범죄 

본문 및 주해，1-26 . 642 - 647 

가정 사생활과 예의 ; 순결과 청결 
본문 및 주해，27-34 . 647 - 649 
창조주는 빛이라 ; 광명과 암흑의 비유 
본문 및 주해，35-57 . 650 - 656 

사생활과 어른을 존경 ; 그러나 미신적 관습 행위는 피해야 ; 
예의범절과 지도자에 대한 경의 

본문 및 주해, 58-64 . 656 - 657 

제 25 장 : 푸 르 관 

계시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식별하여 주는 지침서 
본문 및 주해, 1-20 . 659 -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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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은 창조주의 예증들을 모독한 자들을 엄숙 ; 

본문 및 주해，21-44 . 662 - 666 
자연속에 나타난 창조주의 예증들은 율법을 

가리키고 있어 ; 창조주를 찬양하는 신앙인들의 미덕들 
본문 및 주해, 45-77 . 666 - 671 

제 26 장 : 슈 아 라 

개 요 . 672 - 673 

초조해 하지 말라 ;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리라, 이는 파라오 
시대의 현자에게 그랬던 것과 같노라 

본문 및 주해，1-G9 . 674 - 681 
아브라함이 빛을 받다 ; 그리고 노아도 그랬다 
본문 및 주해，70-122 . 燃1 - 686 
아드는 그의 난폭함으로 멸망하고 사무드는 

낭비와 신성모독으로 멸망하였으니 그들은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었다 

본문 및 주해，123-159 . 686 - 690 
롯의 메세지를 조롱했던 자들의 증오는 그들 자신들에게로 

돌아갔으며 슈아이브를 기만하고 
조롱했던 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본문 및 주해，160-191 . 690 - 693 
영감은 믿음과 진실의 마음을 통하여 얻는 것 
본문 및 주해，192-227 . 693 - 696 

제 27 장 : 나 몰 

개 요 . 697 

계시는 모든 것을 밝혀주며 인간의 생을 인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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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을 준다 ; 신비의 불을 통하여 어떻게 
메세지가 이르렀는가 

본문 및 주해，1-14 . 698 ~ 700 
다윗과 솔로몬이 그들에게 주어진 신비적 지식에 

대해 어떻게 하나님을 찬미하였는가 ; 솔로몬과 
개미 ; 솔로몬과 시바 여왕 

본문 및 주해，15-44 . 700 - 705 
살레에 대항했던 아홉명의 사악한 자들의 음모는 

그들 스스로를 멸망케 했으며 
본문 및 주해，45-58 . 705 - 707 

자연의 선물 마음과 영혼의 위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존할 것 ; 
심판은 올 것이라 

본문 및 주해，59-93 . 707 - 712 

제 28 장 : 끼 싸 스 

기I 요l . 713 

모세는 유년기부터 준비하다 ; 그가 추방당했으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의 임무를 수행하다 

본문 및 주해，1-42 . 714 - 722 
무함마드도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다 
본문 및 주해，43-60 . 723 - 726 

내세에서 각 영혼은 대답을 해야 ; 자비와 
진리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본문 및 주해，61-75 . 726 -729 

재물이 아니라 정의만이 최후의 행복을 
얻을 수 있어 ; 하나님만이 유일한 실재 

본문 및 주해, 76-88 . 729 - 731 

제 29 장 : 안카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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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732 

믿음과 진리만이 승리하는 것 
본문 및 주해，1-27 .. 733 - 737 
속세의 권력은 진리를 좌절시킬 수 없어 ; 

현세의 힘과，재능과，미와 권력은 
거미줄과 같이 연약한 것 

본문 및 주해，28-44 . 737 - 740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분께 기도하라 ; 

이를 거역하는 것은 구원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 

본문 및 주해，45-69 . 740 - 745 

제 30 장 : 로 움 

개 요 . 746 

진리의 결정은 하나님께만 있으며， 
그분만이 악과 선을 구별할 수 있어 

본문 및 주해，1-19 . 747 - 750 

하나님의 예증들과 기적들은 많으나, 그 모든 것은 
그분의 유일성，선，권능과 자비를 가르키고 있어 ; 
종교의 통일 ; 그분만을 경배해야 

본문 및 주해，20-40 . 750 - 754 
악과 해독이 번질런지 모르나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균형을 회복하다 ; 그분께서 청결과，조화와 법을 창조 ; 
본문 및 주해，41-60 . 754 - 758 

제 31 장: 루고만 

개 요 759 



1374 

계시는 인간을 위한 지침서요 은혜이자 지혜이다 ; 
하나님은 루크만에게 지혜를 주셨고 ; 

본문 및 주해，1-19 . 760 - 763 

자연도 하나님의 은혜를 칭송 ; 인간은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실 ; 그분만이 모든 
신비와 비밀을 알고 있어 

본문 및 주해，20-34 . 7效 - 7效 

제 32 장 : 싸 즈 다 

개 요 . 

시간과 창조의 신비 ; 
선과 악은 종국에 가서는 갈지 아니한 것 ; 
심판이 도래하기 전 회개하고 배워야 

본문 및 주해，1-30 . 

제 33 장 : 아 흐 잡 

하나님은 진리만을 사랑 ; 모든 것을 올바른 이름으로 
불러야 ; 미신타파 ; 예언자는 아버지 
위에 있으며 ; 그분의 배우자들은 어머니들과 같아 

본문 및 주해，1-8 . 776 - 778 

이슬람에 대항한 동맹은 성공치 못하다 ; 잘못 사용된 
재산은 몰수되어야 

본문 및 주해，9-27 . 778 - 782 

예언자의 배우자 ; 그들의 품위와 의무 ; 
하나님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명하다 

본문 및 주해，28-52 . 782 -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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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있는 예의 ; 예언자와 그분의 가족에 
대한 예의 범절 ; 여성은 명예와 품위를 지켜야 ;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의탁받은 분에게 진실해야 
본문 및 주해，53-73 . 7 

제 34 장 : 싸 바 아 

개 요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은 영원한 것 ; 인간의 영광， 
다윗과 솔로몬이나 시바 도시에서의 영.광 

본문 및 주해，1-30 . 
불신은 안정된 기반을 갖지 못하다 ; 

진실한 가치는 마지막에 나올 것이라 
본문 및 주해, 31-54 . 

■ ■ 빼1 
제 35 장 : 파 터 르 

개 요 

모든 권능, 지혜, 아름다움과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 기만하고 음모를 꾸미는 것은 악마 ;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그분을 영광되게 하라 
본문 및 주해，1-26 . 808 - 813 
자연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에는 등급이 있다 ; 

선행은 행복으로 인도하나 악은 멸망으로 유혹한다 
본문 및 주해，27-45 . 813 - 817 

in■ii，iiii ■hi u■■■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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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 장 : 야 썬 

기I S一 . 819 

꾸란 계시는 정도를 위한 지침서 ; 외부에서 
온 한 의로운 사람이 진리를 증명했던 그 도시의 이야기 

본문 및 주해，1-32 . 820 - 824 

하나님의 예증은 어디든지 있어 ; 지상에서，인간 안에서 
그리고 하늘에서도 ; 그러므로 내세를 위해 준비하라 

본문 및 주해，33-50 . 824 - 826 

심판이 올 때 축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오는 
기쁨과 평온의 월계관을 쓰게 되며 ; 그러나 
사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 스스로의 행위가 
그들에 대항하여 말할 것이라 

본문 및 주해，51-83 . 827 - 831 

제 37 장 : 사 파 트 

가I 요 . 832 

인간은 악을 퇴치하기 위해 일해야，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분이기 때문 ; 인간은 선과 악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하며 그것의 결과로 내세는 결정되는 것 

본문 및 주해，1-74 . 833 - 840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조롱당하고 학대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승리하였고 그들은 
번성의 축복함을 받았다 

본문 및 주해，75-138 . 840 - 848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어떤 것도 비유하지 말라 ; 
천사들의 위치와 의로운 사람들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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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사람들의 위치 
하나님을 섬김에 확고부동할 것 

본문 및 주해, 139-182 . 公48 - 紋2 

제 38 장 : 사 드 

기I S. . 853 

자만，분리주의，시기와 의심을 악으로 유도 ; 

정신적 힘은 물질적 힘보다 더 큰 효능이 
있다 ; 다윗의 경우 

본문 및 주해，1-26 . 854 - 858 

솔로몬 및 힘과 시각을 가진 다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며 ; 모든 인간은 
최후의 기쁨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본문 및 주해，27-64 . 858 - 864 

유일성의 복음이 사악함을 퇴치하는 가장 진실된 치료제 ; 
사탄에게는 진실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정복할 힘이 없다 

본문 및 주해，紋-88 . 864 - 867 

제 39 장 : 주 마 르 

개 요 . 868 

경배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 창조의 다양성과 
통일성 ; 모든 자연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칭송 

본문 및 주해，1-21 . 效9 - 873 
하나님은 비유를 들어 인간을 가르치시나 그분의 

말씀은 분명하고 틀림없는 것 ; 하나님 
율법 앞에서는 어떤 것도 변경될 수 없는 것 

1설^밸抵^■■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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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및 주해, 22-52 . 873 - 878 

어느 누구도 잘못으로 인하여 실망할 필요는 없어 ;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다 ; 그러므로 심판 이전에 회개하라 
본문 및 주해, 53-75 . 878 - 882 

재 40 장 : 가 피 르 

기I 요 . 883 

하나님을 믿으라 ; 그분은 죄를 사하여 주사 
회개함을 수락하신다 ; 보상의 날이 임박하고 있다 

본문 및 주해，1-20 . 884 - 888 

사악함은 무의미한 것 ; 파라오 궁궐 안에서의 
겸허한 신자의 증언 

본문 및 주해，21-50 . 888 - 893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 ; 

하나님의 예증에 대해 논쟁치 말라 ; 
인간이 죽게 된다면 자신의 업적 외에는 
어느 무엇도 유용할 것 없어 

본문 및 주해, 51-紋 . 894 - 899 

제 41 장 : 푸실라트 

기I 요 . 900 

계시는 모든 것을 분명히 밝혀 주어 ; 희망과 
자비의 메세지 : 사탄의 유혹에 대한 경고 ; 
모든 창조와 역사 그리고 모든 권능이 하나님 안에 있어 

본문 및 주해, 1-32 . 901 - 906 
가장 모범적인 인간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의 일상생활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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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세지는 인도하고 치료하기 위해 계시된 것 ; 
그럼으로 논쟁하지 말고 진리에 의지하여 삶을 영위해야 

본문 및 주해，33-54 . 906 - 911 

제 42 장 : 슈 라 

기I 요 . 912 

영감과 창조의 조화 ; 
어떤 종파도 그리고 논쟁도 있을 수 없어 ;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로 귀의함 
본문 및 주해，1-29 . 913 - 919 
불행은 인간의 그릇된 행위 때문 ; 그러나 하나님은 

관용을 베푸신다 ; 진실되게 살며 상호 협의하고 
관용을 베풀 것 ; 하나님께 의존하라 ;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은혜라 

본문 및 주해，30-53 . 919 - 924 

제 43 장 : 주크루프 

기I S. . 925 

계시는 모든 것을 분명히 밝혀 주어 ; 하나님의 예증들을 
조롱하지 말며 잘못된 것을 그분께로 돌리지 말되 
그분께 어떤 것도 비유하지 말라 ; 

본문 및 주해，1-25 . 926 - 930 
선조들의 모범은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라야 ; 

영혼의 가치는 금이나 은 등 물질속에 있지 않는 것 ;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갔을 때 파라오가 이를 
조롱하였으나 파라오는 멸망하였다 

본문 및 주해, 26-激 . 930 -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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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 장 : 두 칸 

기I 3. . 940 

계시는 은혜요 축복으로 사탄에 대하여 
경고하다 ; 파라오의 백성들은 오만하였으나 
그들의 권력과 영광은 사라져 버렸다 

본문 및 주해，1-29 . 941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련을 겪었던 것처럼 

메카 쿠레이쉬 부족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 우주 만물은 
정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 ; 
선과 악은 반드시 분류된다 

본문 및 주해，30-59 . 944 

제 45 장 : 자 씨 야 

기I 요 . 公48 

하나님의 예증들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다 ; 
허약한 형제들에게 관대하라 ; 
종파를 만들지 말며 무익한 욕망을 따르지 말라 ;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라 
본문 및 주해，1-37 . 949 - 954 

- 944 

- 947 

제 46 장 : 아흐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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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I 요 . 955 

창조는 정의의 목적을 위해 ; 진리를 터득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 부모에게 효도하라 ; 

사악함은 멸망하노라 ; 인내함을 배우라 
본문 및 주해，1-35 . 956 - 963 

제 47 장 : 무험마드 

기I a . 964 

계시를 믿되 허영심을 버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 
본문 및 주해，1-19 . 965 - 968 
정의를 위해 성전할 때는 연약한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되나니 최선을 다하고 자신 스스로를 바쳐야 
본문 및 주해，20-38 . 968 - 972 

제 48 장 : 파 트 흐 

개 요 . 973 

승리와 구원 ; 친절과 성실, 인내, 자제 ; 힘과 
온화함 ; 후다이비야 

본문 및 주해，1-29 . 974 - 981 

제 49 장 : 후즈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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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I SL . 982 

지도자와 사회생활의 예절 ; 풍문과，말다툼， 
의심과 그리고 염탐을 피할 것 ; 이슬람은 하나의 특전 

본문 및 주해，1-18 . 983 - 986 

제 50 장 : 까 프 

기I a . 987 

계시는 자연과 역사에서 예증들을 보여주고 
있다 ; 심판의 날 자기의 업적에 직면하게 된다 

본문 및 주해，1-29 . 988 - 991 
심판의 현실 ; 인내，예배 그리고 찬미 
본문 및 주해，30-45 . 992 - 994 

제 引 장 : 지리야트 

기I SL . 996 

하나님의 예증들은 다양，그분의 진리와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 

본문 및 주해，1-23 . 996 - 998 

예증들은 지난날의 백성들을 위해 주어진 교훈들 ; 
마찬가지로 인간올 위한 교훈이라 

본문 및 주해，24-60 . 998 - 1003 

제 52 장 : 뚜 르 



개 요 1004 

모든 행위는 결과를 낳는다 ; 심판은 
반드시 도래한다 ;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본문 및 주해，1-49 . 1005 - 1010 

제 53 장 : 나 증 

기I s . 1011 

계시 안에는 어떤 오류와 기만도 있을 수 없어 ; 

진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본문 및 주해，1-32 . 1012 - 1016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라 ; 그분이 최후의 목적 ; 

그러므로 그분만을 섬기라 

본문 및 주해, 33-62 . 1016 - 1019 

제 54 장 : 까 마 르 

기I S . ■) 

심판의 시각은 다가오고 있어 ; 

본문 및 주해，1-55 . 1021 - 1027 

제 55 장 : 라 흐 만 

개 요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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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계시와 그분의 은혜들 ; 너희는 이것들을 
부정하려 하느뇨? 모든 것은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니라 

본문 및 주해，1-34 . 1029 - 1032 

악은 정의로부터 도피할 수 없어，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려 하느뇨? 

본문 및 주해，35-78 . 1032 - 1036 

제 56 장 : 와 끼 야 

기I 요 . 1037 

심판의 날 인간은 세개의 부류로 분류되다 
본문 및 주해，1-56 . 1038 - 1042 

모든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 ; 그러므로 
그분의 메세지를 수락하고 그분을 
영광되게 해야 

본문 및 주해，57-96 . 1042 - 1046 

제 57 장 : 하 디 드 

개 요 . 1047 - 1048 

겸손과 헌신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하나님의 빛을 
따라야 ; 그분께 구원하고 그분을 의지하라 

본문 및 주해，1-29 . 1049 - 1055 

제 58 장 : 무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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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1057 

여성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모든 변명과 구실 
그리고 미신들을 비난해야 ; 그리고 밀담이나 
음모는 비난 받아야 

본문 및 주해，1-22 .. 1058 - 1063 

제 59 장 : 하 쉬 르 

개 요 . 10紋 - 1066 

반역행위는 반드시 좌절되며 ; 형제간의 공정한 분배 ;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하나님께 영광을 
본문 및 주해，1-24 . 1067 - 1073 

제 60 장 : 품타히나 

개 요 . 1074 

불신자들과의 사회적 관계 ; 그리고 그들과의 결혼 
본문 및 주해，1-13 . 1075 - 1079 

제 61 장: 사 프 

기I . 1080 

행위，조화, 고행 그리고 성실한 노력으로 모범을 ; 

하나님의 명분을 위해 협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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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및 주해，1-14 . 1081 - 1083 

근充^■ 

«後 mm 
제 62 장 : 주 므 아 

하나님의 계시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 있는 것 ; 모이는 날은 금요일 

본문 및 주해, 1-11 . 1086 - 1088 

■ ■■ ■ 
제 63 장 : 무나피문 

위선자들의 책략과 간계함에 경계해야 ; 하나님을 
섬기고 자선을 실천으로 옮겨야 

본문 및 주해，1-11 ... 1090 - 1092 

제 64 장 : 타 가 분 

현세와 내세에서의 이익과 손실 
본문 및 주해，1-18 . 1094 - 1097 

■ _■ 

■校因^按致m按^^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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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5 장 : 딸 라 끄 

기I 요 . 1098 

이혼은 가장 저주스러운 것 
본문 및 주해，1-12 . 1099 - 1102 

제 66 장 : 타 흐 림 

기I 요 . 1103 

성관계의 비밀은 지켜지고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 

피하지 말라 ; 자신과 가족을 위해 순결을 지키라 
본문 및 주해，1-12 . 1104 - 1107 

제 67 장 : 물 크 

기I S. . 1108 

하나님은 곧 축복이요 영광, 그분의 영광과 은혜는 
어느 곳에서든 빛나고 있어 ; 진리는 그분으로부터 ; 

내세에 대한 그분의 약속은 진실 
본문 및 주해, 1-30 . 1109 - 1113 

제 68 장 : 깔 람 

개 요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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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필은 업적의 기록과 계율과 심판의 전조가 되다 ; 

인간은 자만으로 시험을 받아 
본문 및 주해, 1-33 . 1115 - 1118 

진리의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를 
강구하라 

본문 및 주해，34-52 . 1118 - 1121 

제 69 장 : 하 까 

기I 3. . 1122 

절대적인 진리를 강구하라 ; 위장된 외형에 유혹되지 말라 
본문 및 주해，1-52 . 1123 - 1127 

제 70 장 : 마아리즈 

기I S . 1128 

하나님이 승천의 길을 주관하는 주님이시라 ; 시간의 신비 ; 
심판 이후에 있을 새로운 세계 ; 누가 축복 받은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인가 

본문 및 주해，1-44 . 1129 - 1133 

제기 장: 노 아 

가I 요 . 1134 

노아의 고민과 그의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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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및 주해，1-28 . 1135 - 1138 

제 72 장 : 진 

기I a . 1139 

숨겨진 영혼의 힘이 아름다운 낭송을 인식하다 ; 
하나님의 메세지는 내세를 가리키고 있어 

본문 및 주해，1-28 . 1140 - 1144 

제 73 장 : 무 장 밀 

기I 요 . 1145 

예배와 겸손 ; 학대하에서의 인내 
본문 및 주해，1-20 . 1146 - 1149 

제 74 장 : 무다씨르 

개 요 ... 1150 

헌신 그리고 숙고하여 스스로 메세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륵 준비해야 ; 무례한 인간의 죄악과 그의 종말 

본문 및 주해，1-56 . 1151 -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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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75 장 : 刀I ot n\ 

개 요 ... 1157 

계산의 날 ; 그날을 항상 기억하라 ; 축복받은 자와 죄인 
본문 및 주해，1-40 . 1158 - 1161 

제 76 장 : 인 싼 

개 요 . 1162 

인간의 기원과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은 쇠사슬과 멍에와 
불지옥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축복으로 가득찬 
천국을 선택할 것인가? 교훈으로서의 계시 

본문 및 주해，1-31 . 1163 - 11效 

제 77 장 : 무르쌀라트 

기I 요 . 1167 

계시는 정화하여 주는 바람，그리고 그것은 심판을 
가리키고 있어 ; 진리를 부정하는 불신자들에게 있을 재앙 

본문 및 주해, 1-50 . 11燃 - 1172 

제 78 장 : 나 바 아 

개 요 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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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심판의 날에 관하여 논쟁하지 말라 ; 하나님의 
선과 정의의 증거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 ; 
가장 은혜로우신 주님을 향하여 

본문 및 주해，1-40 ... 1174 - 1178 

제 79 장 : 나지아트 

기I 요■ . 1179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는 매일 충만하다 ; 그러나 
위대한 심판은 진실한 가치를 회복시키는 것이니 ; 

그 사건을 위해 준비하라 
본문 및 주해，1-46 . 1180 - 1184 

제 80 장 : (H t科 싸 

기I 요 . 1185 

가난한 지_ 그리고 장님이 하나님의 메세지를 더 
가까이 할 수도 ; 계시와 심판의 성격 

본문 및 주해, 1-42 ... . 1186 - 11激 

제 81 장 : 타크위르 

기I 요■ . 1190 

계시의 신비적 특성 



본문 및 주해，1-29 1191 - 1193 

제 82 장 : 인피EQ르 

기I S . 1194 

내세의 신비적 견해 
본문 및 주해，1-19 . 1195 - 1196 

제 83 장 : 무따피편 

기I ᄑ . 1197 

모든 종류의 기만과 부정은 비난되어야 
본문 및 주해，1-36 . 1198 - 1201 

제 84 장 : 인쉬까고 

개 요 . 1202 

현세의 암흑과 고통 ; 내세와 대조 
본문 및 주해，1-25 . 1203 - 1205 

mB 



제 85 장 : 부 루 즈 

기I 요 .: ... 1206 

성직자들에 대한 박해 
본문 및 주해，1-22 .，-. 1207 - 1209 

제 86 장 : 따 리 고 

기I 요 .. 1210 

암흑으로부터 광명이 ; 그처럼 계시는 영혼을 비추어 주다 
본문 및 주해，1-17 . 1211 - 1212 

제 87 장 : 아 을 라 

기I 요 . 1213 

하나님은 인간을 단계적으로 높은 곳으로 인도 
본문 및 주해，1-19 . 1214 - 1215 

受各 

제 88 장 : 가 쉬 야 

개 요 . 1216 

내세에서의 벌과 기쁨 
본문 및 주해，1-26 - 1217 -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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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9 장 : 파 즈 르 

기I S. . 1220 

분명한 사건들을 상기해야 
본문 및 주해，1-30 . 1221 - 1224 

제 90 장 : 발 라 드 

기I a . 1225 

예언자 도시의 비유 ; 가파른 길목에서 노력해야 
본문 및 주해, 1-20 . 1226 - 1228 

제 91 장: 삼 쓰 

기I SL . 1229 

하나님의 예증으로부터 하나님의 을법을 배우라 ; 

선택은 자유 
본문 및 주해，1-15 . 1230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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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 장 : 라 일 

기I 요• . 1232 

인간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노력하다 ;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구원해야 
본문 및 주해，1-21 . 1233 - 1234 

—往， 

제 93 장 : 두 하 

개 요 . 1235 

희망은 어둠 속에서 찾아오는 서광처럼 빛나다 ; 

신성한 빛을 따르라 
본문 및 주해，1-11 ... 1236 - 1237 

■誠 ■沒 ■ 

제 94 장 : 사 르 흐 

개 요 . 1238 

고난 다음에는 반드시 편안과 기쁨이 있어 
본문 및 주해，1-8 . 1239 

제 95 장 : 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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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2 장 : 터카쑤르 

기I S . 1257 

덧없는 물질을 축적하지 말라 
본문 및 주해，1-8 . 1258 

제 103 장 : 아스르 

믿음과 선，진리와 미덕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시대가 제시하고 있어 

본문 및 주해，1-3 . 1260 

제 104장 : 후마자 

개 요 . 1261 

풍문，험담 및 중상모략 
본문 및 주해，1-9 . 1262 

제 105 장 : 필 

신성한 것에 대한 물리적 세력 투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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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9 장 : 카피 룬 

개 요 . 1271 

믿음은 진리를 따르는 것 
본문 및 주해，1-6 . 1272 

제 110 장 : 나쓰르 

개 요 . 1273 

하나님의 도움과 승리 ; 주님을 찬미하라 
본문 및 주해，1-3 . 1274 

제 111 장 : 마싸드 

개 요 . 1275 

저주와 악의는 본인에게 되돌아가 
본문 및 주해，1-5 . 1276 

제 112 장 : 이클라쓰 

개 요 . 1277 

하나님의 유일성 
본문 및 주해，1-4 . 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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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3 장 : 팔라끄 

개 요 . 1279 

모든 외적 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만 구원해야 
본문 및 주해，1-5 . 1280 

제 114장: 나 쓰 

개 요 . 1281 

모든 내적 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만 구원해야 

본문 및 주해，1-6 . 1282 



각 장의 명칭순서 및 메카와 메디나 계시 

장 (Sura) 

파티 하 

바 까 라 

니싸아 

마 이 다 

안 암 

아으라프 

안 팔 

타 우 바 

유누스 

아브라함 

계시장소 장<Sura) 

메 카 안카부트 

메디나 

메디나 루끄만 

메디나 싸즈다 

메디나 아흐잡 

메카 싸바아 

메카 파티 르 

메디나 야 씬 

메디나 사 파 트 

메 카 

메 카 주마 르 

메 카 가피르 

메디나 푸실라트 

메 카 

메 카 

메 카 

주크루프 

자 씨 야 

계시 장소 

메 카 

메 카 

메 카 

메 카 

메 카 

메 카 

메 카 

메 카 

메 카 

메 카 



장(Sura) 번호 쪽 계시장소 장《Sura) 번호 쪽 계시장소 

하 디 드 57 1047 메디나 따 리 끄 歎 1210 메 카 

무자달라 58 1067 메디나 아올라 87 1213 메 카 

하 쉬 르 59 10改 메디나 가 쉬 야 88 1216 메 카 

뭄타히나 60 1074 메디나 파즈르 89 1220 메 카 

사 프 61 1080 메디나 발라드 90 1225 메 카 

주므아 62 1085 메디나 샴 스 91 1229 메 카 

무나피쿤 於 1089 메디나 라 일 92 1232 메 카 

타 가 분 64 1093 메디나 두 하 93 1235 메 카 

딸 라 끄 按 1098 메디나 샤 르 흐 94 1238 메 카 

타 흐 림 66 1103 메디나 틴 沈 1240 메 카 

물 크 67 1108 메 카 알 라끄 96 1242 메 카 

깔 람 燃 11M 메 카 까드르 97 1245 메 카 

하 까 於 1122 메 카 바이 이나 98 1247 메디나 

마아리즈 70 1128 메 카 질 잘 99 1250 메디나 

| 노 아 71 1134 메 카 아디야트 100 1252 메 카 

진 72 1139 메 카 까 리 아 101 1255 메 카 

무 잠 밀 73 1145 메 카 타카쑤르 102 1257 메 카 

무다씨르 74 1150 메 카 아스르 103 1259 메 카 

끼 야 마 75 1157 메 카 후 마 자 1公4 1261 메 카 

인 싼 76 1162 메디나 필 105 1263 메 카 

무르쌀라트 77 1167 메 카 꾸라이쉬 106 1265 메 카 

나 바 아 78 1173 메 카 마 운 KJ7 1267 메 카 

나지아트 79 1179 메 카 카우싸르 ]08 1269 메 카 

아 바 싸 80 11紋 메 카 카 피 룬 109 1271 메 카 

타크위르 81 1190 메 카 나스르 110 1273 메디나 

인피따르 82 11公4 메 카 마싸드 111 1275 메 카 

무따피핀 效 1197 메 카 이클라스 112 1277 메 카 

인쉬까끄 84 1202 메 카 팔 라끄 113 1279 메 카 

부루즈 紋 1206 메 카 나 쓰 114 1281 메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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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珍分起향힛改|성3호按句 
炎: 心녀此나 

◎나必 슨외 

;히쑈 ^그i 와 44^똔시^^ ^여 
자—“' 少!녀' S나고없' © aia 은과'느^4。' 나다 나 

겁# 匕必내새公公我r 
士西11& 은k。쇼\그\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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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아라비아 왕국 

이슬람.이슬람기금.선교와 지도부 

메디나 
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이 

꾸란의 의미 번역을 출간하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모든 사람이 

본서를 통하여 유익함을 얻도록 하여 주소서 

두 성지의 수호자 
파하드 이븐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에게 

하나님의 성서 출간에 헌신한 보상으로 

하나님이여 가장 큰 축복을 내려주소서 

당신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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